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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에 기초한 IV 방법과 GMM을 이용하여 목표 콜금리가 변

경될 때 주가, 환율, 금리 등의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콜금리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을 때 원/달러환율은 하락하는 반면 국내주가는 오

히려 상승하나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의 경우 

GMM 추정결과에 따르면 콜금리 목표가 25bp 상향 조정되었을 때 통안증권(364일)

이 약 15bp 정도 상승하여 다른 금리에 비해 가장 강하게 반응하며 회사채(3년)와 국

고채(3년)가 각각 7.5bp와 5.3bp 정도 상승한다. 한편 CP(91일)와 CD(91일)는 상승

폭이 2.5bp 미만에 불과하며 MMF(7일)와 CMA(180일)는 거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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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화정책과 자산가격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려는 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

다. 예를 들어 Rigobon and Sack(2004)은 자산가격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

응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기금리의 상승은 주가를 하

락시키고 수익률곡선을 위로 이동시킨다. 한편 Rigobon and Sack(2003)은 단기금리

가 주가지수에 유의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주가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주가의 움직임에 내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과 자산가격은 서로 밀접하고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자산가격이 통화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통화정책 결정권

자나 금융시장 참가자의 견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통화정책 당국자의 견지에서 통화정책은 단기금리를 통해 다른 자산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정책수단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에 대한 신뢰할만

한 추정치를 갖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들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민간차입비용과 부의 변화를 결정하고 이들이 차례로 실질경제활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통화정책은 미연준의 움직임이 미국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시장 참가

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을 정

확히 추정하는 일은 효율적인 투자와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

다. 먼저 단기금리는 다른 자산가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가격의 움직

임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경제전망에 

관한 뉴스 등과 같은 제3의 변수들이 단기금리와 자산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이

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사건연구 접근법을 통해 다른 자산가격의 반응을 식별하는 것

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빈도(high-frequency) 자료에 존재하는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에 기초한 새로운 추정방법을 소개한다. 즉 본 연구는 통화정책

충격의 이분산성에 근거해 자산가격의 반응을 식별하는 Rigobon and Sack(2004)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 아래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은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가 열리는 날에 정책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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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산이 커진다는 사실에 기초해 분석된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인 사건연구

(event-study) 접근법 아래에서 필요한 가정보다 훨씬 완화된 가정을 한다. Rigobon 

and Sack(2004)은 사건연구 접근법이 이분산성에 기초한 그들 접근법의 극단적인 경

우임을 보여주는데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책충격분산의 변화가 너무 커 이 충격이 

다른 모든 충격을 지배하게 된다. 반면 이분산성에 근거한 이들의 추정량은 정책충격

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기만 하면 된다. 특별히 이 접근법에서는 통화정책충격의 

분산이 FOMC 회의가 있거나 미연준의 반기별 대의회 통화정책관련 청문회가 있는 

날에 보다 커진다고 가정한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주는 뉴스의 상당 부분은 통화정

책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일에 정책충격의 분산이 변화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충분히 통화정책에 대한 다른 자산가격의 반응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와 같이 Rigobon and Sack(2004)의 추정량은 사건연구 접근법 아래에서의 엄

격한 가정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사건연구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 편기되어 있는가

를 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콜금리 목

표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래 목표 콜금리 변화가 국내주가와 원/달러환율, 

그리고 국내 장․단기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본다. 특히 수단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s) 방법 외에 일반적률방법(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의 과대 식별 제약조건에 대한 검정을 통해 정책충격 외에 다른 충격의 분

산이 정책 변경일에 증가하였는지 여부, 파라미터가 안정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IV와 GMM 추정치들을 목표콜금리가 변경된 날만의 자료에 

대해 OLS 추정방법을 통해 얻은 사건연구 추정치들과 비교함으로써 사건연구 추정치

들이 어느 정도 편기되어 있는가도 평가해 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을 방법론에 따라 고찰한다. 제Ⅲ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상 문제점을 소개한다. 

제Ⅳ절에서는 IV 방법과 GMM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을 어떻게 추

정하고 검정하는가에 대해 논한다. 제Ⅴ절에서는 OLS 추정치, IV 추정치, GMM 추정

치를 구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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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통화정책과 자산가격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실증적 분석기법들이 

사용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방법, 

설화식의(narrative) 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인 하나인 VAR 방법을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Lee(1992), Bernanke and Blinder(1992), Eichenbaum and Evans(1995), 

Thorbecke(1997), Kalyvitis and Michaelides(2001)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실

증분석결과들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음의 충격 또는 비차입지급준비금에 대

한 양의 충격은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설화식의 접근법은 Friedman and Schwartz(1963)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들은 1867년부터 1960년에 걸친 미연준의 성명서와 역사적인 문서들을 통해 외생

적인 통화정책과 실질변수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Romer and Romer(1989)는 이들의 

연구에 1960년 이후 발생한 여섯 차례의 통화긴축 에피스드를 더 포함시켜 통화긴축 

후에 산업생산이 줄고 실업이 증가함을 발견했다. 한편 Boschen and Mills(1995)는 

FOMC의 기록과 문서를 이용해 1953년 1월부터 1991년 12월에 걸쳐 통화정책을 강

한 긴축, 약한 긴축, 중립, 약한 팽창, 강한 팽창 정책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

한 지수를 만들어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Thorbecke(1997)는 연방기금금

리와 비차입지급준비금의 예측오차 또는 설화식의 지표로 측정된 통화팽창정책이 주

가를 상승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일일 자료를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정책수단의 변화가 일어난 날에 초점을 맞

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연구방법을 사건연구(event-study) 방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문헌들은 주로 Cook and Hahn(1989)을 따르는데 이들은 미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기인 1974년부터 1979년에 걸쳐 연방기금금리가 변화

했던 날로 구성된 76개 표본에 대해 일일 시장금리 변화율을 연방기금금리 변화율에 

회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Bomfim(2003), 

Bomfim and Reinhart(2000), Cochrane and Piazzesi(2002), Kuttn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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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nke and Kuttner(2003), Roley and Sellon(1996, 1998), Thorbecke(1997), 

Thornton(1998) 등이 있다. 한편 Rigobon and Sack(2004)은 사건연구 접근법이 이

분산성에 기초한 그들 접근법의 극단적인 경우임을 보여주고 보다 완화된 가정 아래

에서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Ⅲ.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상 문제점 

통화정책과 자산가격간의 상호작용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주된 문제점은 변수의 

내생성과 생략된 변수의 존재 여부이다. 먼저 자산가격이 단기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

는 반면 단기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자산가격의 영향력으로 인해 동

시에 자산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경제전망이나 위험선호도의 변화 등과 같

은 제3의 변수들이 자산가격과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는 Rigobon and Sack(200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방정식 체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  ∆                                                            (1) 

∆  ∆                                                           (2)

 

위 식에서 ∆는 콜금리의 변화율이며 ∆는 자산가격의 변화율이다. 식 (1)은 통화

정책반응함수로 제3의 변수 와 자산가격에 대한 정책의 기대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식 (2)는 자산가격방정식으로 자산가격이 콜금리와 제3의 변수 에 의해 영향을 받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자산가격변화율 ∆에 대한 콜금리변화

율 ∆의 충격을 측정하는 파라미터 α를 추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와 는 각각 통

화정책과 자산가격에 대한 충격을 표시한다. 이 오차항들은 계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수나 공통의 충격인 와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모형은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논의되는 어떤 구조적인 제약조건도 부과

하지 않고 콜금리와 자산가격간의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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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일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위 모형 외에도 일반적으로 VAR 모형이 많은 제약을 부과함이 없이 자산가격

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예: Cambell and Shiller, 1987).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 (1)과 (2)는 변수의 내생성과 생략된 변수 문제 때문

에 OLS를 사용하여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계량적인 문제점을 보기 

위해 식 (2)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고려해 보자. OLS의 경우 오차항 가 자산가격

에 대한 콜금리의 반응결과로서 ∆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정계수가 편

기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제3의 변수 의 일부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그들 변수들

을 제외시킨다면 의 값에 의존하는 편기가 나타나게 된다. OLS를 통해 식 (2)을 추

정하는 경우 추정 파라미터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3)

위 식에서 
는 충격 의 분산을 표시한다. 식 (3)에서 에 대한 추정치는 동시성에 

따른 편기(≠0와 
>0)와 변수생략에 따른 편기(≠0과 

>0) 때문에 실제치 로부

터 유리되어 있다. 

분석대상 표본기간이 만약 식 (1)과 (2)의 충격들이 본질적으로 정책충격에 의해 

초래되는 기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에 대한 OLS 추정치는 매우 작은 편기를 가

질 것이고 이는 사건연구 접근법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식 (3)에 

명백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연구 접근법은 추정량의 편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 

 ,  
≫ 

                                                          (4)

이 경우 ≅ 이다. 극한에서 통화정책충격의 분산이 다른 충격의 분산에 비해 

무한히 클 때, 즉 


→ ∞와 


→ ∞일 때, 편기는 0으로 줄어들고 OLS 추정치

는 일치성을 가진다. OLS 추정치의 이런 성격을 Fisher(1976)는 근접식별(near 

iden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만약 이 비율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일부 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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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되는데 사건연구 접근법은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제공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추정치에 남아 있는 편기의 크기도 불확실하다. 

Rigobon and Sack(2004)은 자료의 이분산성에 근거해 파라미터 가 이보다 완화

된 가정 아래에서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별 방법은 한 충격의 분

산이 무한대로 클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정책충격의 분산이 증가하는 시점에서의 

콜금리와 자산가격간 공분산 변화에 의존한다. 이 접근법은 편기수준이 0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정책충격의 분산이 변화함에 따라 식 (3)에서의 편기변화로부터 

를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사건연구의 추정치에 존재하는 편기를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가정 (4)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Ⅳ. 추정 및 가설검정 방법

통화정책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을 추정하기 위해 이분산성을 통한 식별방법을 

이용한다. 이 접근법은 한 충격의 분산이 변화한다고 할 때 콜금리와 자산가격이 어

느 정도 같이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

한 자산가격의 반응이 사건연구의 경우보다 약한 가정 아래에서도 식별될 수 있다. 

먼저 통화정책이 변경된 날로 구성된 하위표본 A와 통화정책이 변경되지 않은 날

로 구성된 하위표본 B에 대해 식 (1)과 (2)의 파라미터는 안정적이고 충격의 이차적

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이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  
  

 ,  
  

                                           (5)

이 가정들은 정책충격의 크기가 하위표본 A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가격 

방정식에 대한 충격과 제3의 충격은 하위표본 A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이

들 충격들은 다른 하위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 

조건은 사건연구 접근법에서 요구되는 근접식별가정 (4)보다 훨씬 약한 조건이다. 특

히 이 접근법은 정책충격분산이 무한대로 증가할 필요 없이 다른 충격분산에 비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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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만 하면 된다. 

식 (5)의 가정처럼 FOMC 회의나 반기 대의회 통화정책관련 청문회가 있는 날이 

다른 날보다 통화정책에 관한 보다 많은 양의 뉴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종류의 충격도 이날 발생하나 다른 날의 충격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책충격

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 가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날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날

들의 집합을 정책충격의 분산이 상승하는 정책일의 집합 A로 표시한다. 비정책일의 

집합 B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분산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일의 전날로 하며 표본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음과 같이 식 (1)과 (2)의 축약형을 구함으로써 분석적인 식별이 가능하다.

∆ 

                                                    (6)

∆ 

                                                   (7)

위에서 언급된 가정 아래에서 ∆와 ∆를 각각 정책일의 콜금리 변화율과 자산

가격 변화율, ∆와 ∆를 각각 정책일이 아닌 날의 콜금리 변화율과 자산가격 

변화율이라 하면 하위표본의 공분산 행렬 와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 ).

 
 


 




  
   

 
  

    



  

    
 

  
  

  (8)


 


 




  
   

 
  

    



  

    
 

  
   

       (9)

식 (5)의 가정 외에 추가적으로 , , 가 두 하위표본들에 걸쳐 안정적이라고 가

정한다. 이 가정은 식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두 공분산 행렬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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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은 가 공분산 행렬의 변화로부터 쉽게 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수단변수(IV) 방법과 일반적률방법(GMM)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1. IV 방법을 이용한 추정

식 (10)으로부터 추정량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공분산 행렬의 변화를 그것의 표본

추정치로 대체한다. 와 를 각각 정책일과 비정책일의 표본크기라 하면 공분산 

행렬 변화의 표본추정치, ∆  는 다음과 같다. 

 


∆∆ ′ ∆∆                                            (11)

 


∆∆ ′ ∆∆                                             (12)

하위표본 A에 통화정책, 즉 콜금리 목표수준이 변경된 날이 포함된 반면 B에는 콜금

리 목표수준이 변경되기 전 날이 A와 동일한 크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 

는 15개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모수 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

                                                             (13)



∆
∆

                                                             (14)

위 식에 ∆는 ∆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요소이다. 그 외에도 세 번째 추정량인 

∆∆  또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정량은 위 두 식의 기하평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모형에 관한 모든 가정들, 즉 정책충격은 두 하위표

본에 걸쳐 이분산적인 반면 다른 충격들은 공분산적이며 파라미터들은 하위표본에 걸

쳐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의 두 추정치는 점근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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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과 (14)는 수단변수 추정방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TA×1 벡터인 ∆와 

∆ , 그리고 TB×1 벡터인 ∆와 ∆를 (TA+TB)×1 벡터인 ∆≡ ∆ ′∆′ ′와 

∆≡ ∆ ′∆′ ′로 각각 통합한다. 

두 수단변수를 ≡ ∆ ′∆′ ′와 ≡ ∆ ′∆′ ′로 정의하였을 때 위의 분

석으로부터 에 대한 두 추정치는 수단변수 와 를 가진 표준적인 수단변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결합된 표본기간에 걸쳐 자산가격 변화율 ∆를 

이자율 변화율 ∆에 회귀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다. 



 ′∆  ′∆                                                   (15)



 ′∆  ′∆                                                   (16)

≡ ∆ ′∆′ ′와 ≡ ∆ ′∆′ ′를 각각 식 (15)과 (16)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17)




∆∆  ∆∆ 

∆  ∆ 
                                     (18)

식 (13), (14)와 같은 식이다.

와 가 타당한 수단변수인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표본 A

는 의 이분산성으로 인해 B를 압도하기 때문에 수단변수 이 설명변수 ∆와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 오차항 나 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

다. 왜냐하면 이들 충격들은 동분산적이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Rigobon and 

Sack(2004)의 Appendix B는 정책충격의 변동성이 정책변경이 있던 날에 공분산 행

렬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한 이 충격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 추정량이 일치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 (13)과 (14)의 두 추정량은 미연준의 주도적인 역할로 발생한 사건에 의존한다

는 의미에서 사건연구(event-study) 추정량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Rigob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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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k(2004)의 경우 사건은 관찰된 변수의 공분산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충격분산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들의 가정 아래에서 관심대상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

하다. 표준적인 사건연구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19)

식 (13)과 (14)의 이분산성에 기초한 두 추정량은 정책충격분산의 변화가 무한대

로 커지면 사건연구접근법의 추정량으로 수렴한다. 이 경우 비정책일로부터 정책일로

의 분산변화는 정책일의 분산으로 수렴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분산성에 기초

한 추정량은 일치성을 갖기 위해 사건연구에서와 같이 엄격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치들은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치에 발생하는 편

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있다. 이 접근법은 추정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 번에 식 (10)의 두 요소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래에서 논의될 GMM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2. GMM을 이용한 추정

식 (10)은 이자율과 자산가격의 이차적률변화에 대한 세 가지 제약조건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 제약조건들은 두 파라미터 와 ≡ 
  

  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는 우리의 관심변수이며 는 자료에 나타난 이분산성의 정

도를 측정하고 있다. 위의 추정모형은 정책충격분산이 두 하위표본기간에 걸쳐 변

화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으로 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은 GM M  추정량을 이용하여 식 (10)

의 제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

∆∆  λ



 


 

  



 ] =  0                    (20)

GMM 추정은 lim
→∞

  



  인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를 최



- 11 -

소화시킴으로써 와 를 추정한다. 



 

 




  







′



  









GMM 추정은 추정공분산 행렬의 역수인 최적가중행렬 를 사용한다. 처음에는 단

위행렬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이를 통해 얻은 를 이용해 두 번째 추정

치를 구한다. 적률조건의 수가 추정 모수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과대 식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가설 검정

여기서는 두 가지 가설 검정을 실시한다. 하나는 위 모형에 부과된 구조적인 제

약조건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치에 편기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검정과 관련하여 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세 가지 적률조건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 모형은 과대 식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모형의 과대 식별 제약조건에 대한 표준적인 검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유지된 

가정이 옳다는 가설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량은 자유도 을 가진 χ2분포를 점

근적으로 따른다.  

  




  







′ 



  







 

여기서 Σ는 적률조건의 추정된 공분산 행렬을 나타내며 자유도 는 과대 식별 제약

조건의 수이다. 의 유의적인 값은 과대 식별 제약조건의 기각을 의미하며 이는 위

의 가정들 중의 하나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즉 정책충격 외에 다른 충격의 분산

이 정책변경이 있던 날 증가하거나 파라미터가 두 하위표본에 걸쳐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이다. 

두 번째 가설 검정은 사건연구 접근법 아래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가정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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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이분산성에 기초한 접근법에서 얻은 추정치 


와 사건연구 

접근법으로부터 얻은 추정치 을 비교한다. 정책충격이 다른 충격들에 비해 무한대

로 크다는 가설 아래에서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량은 일치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

다. 반면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량은 일치성은 가지고 있으나 효율성은 없다. 그러나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량은 더 이상 일치성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량은 여전히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사건연구 접근법이 의존하는 가정이 타당한가를 Hausman(1978)의 검정방법을 통

해 검증해 본다.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량은 자유도 p와 (T-1)를 가진 F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른다.

    

  ′     


  

여기서   

  이다. 자유도 p는 추정된 계수의 수이다. 유의적인 검

정통계량은 사건연구 접근법의 추정량이 편기되어 있거나 근접식별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정책충격의 분산이 충분히 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임을 의미한다. GMM 

추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정통계량을 얻을 수 있다. 

Ⅴ. 추정 및 가설검정 결과 

표본기간은 콜금리목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1999년 5월부터 2006년 2

월까지이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콜금리목표가 15번 공시되었

다. 콜금리목표는 1999년 5월 6일에 4.75%로 처음 공시된 이후 목표금리가 2000년 

10월 5일에 5.25%까지 상승하다가 2001년 이후 경기침체와 9.11 테러 등의 영향으

로 4.00%까지 하락한다. 콜금리목표는 2002년 5월 7일에 한 번 상승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11월 11일에는 3.25%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2005년 

10월 11일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6년 2월 9일 현재 목표금리는 4.00%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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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주가, 환율,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따

라서 콜금리(익일물, 전체거래)와 동일한 기간의 표본이 사용되며 주가의 경우에는 

KOSPI와 KOSDAQ지수의 종가, 환율의 경우에는 원/달러환율의 종가가 고려된다. 장․
단기금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자료가 이용 가

능한 MMF(7일), CD(91일), CP(91일), CMA(180일), 통화안정증권(364일), 국고채(3

년), 회사채(3년) 등이 분석에 사용된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데 통상 매월 첫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표 1>에 나와 있는 콜금리목표 변경일자가 둘째 주 목요일과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각각 15개의 정책일과 비정책일로 구성되는데 

정책일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콜금리목표가 공시된 날이며 비정책일은 정책

일의 전날로 구성된다. 비정책일의 경우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뒤 부분에

서 비정책일에 포함되는 표본이 확장된다.  

<표 2>는 정책일과 비정책일, 그리고 둘을 합한 전체표본에 대한 표준편차와 공분

산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와 환율의 경우 로그를 취해 t기에서 t-1기를 뺀 후 100을 

곱해 구한 변화율(%)을 이용하였으며 금리의 경우에는 t기에서 t-1기를 뺀 후 100을 

곱해 구한 변화율(bp)을 사용하였다. 콜금리의 표준편차는 정책일에 25.053인 반면 

비정책일에는 4.405로 비정책일에 비해 정책일에 표준편차가 5배 이상 증가한다. 

CMA를 제외한 다른 금리의 경우도 비록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책일에 표준편차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책일에 표준편차

가 더 크다. 또한 주가의 표준편차는 KOSPI의 경우에는 정책일에, KOSDAQ지수의 

경우에는 비정책일에 더 크나 그 차이가 금리의 경우처럼 크지는 않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금리와 자산가격간의 공분산이 정책일에 변화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파라미터 를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콜금리와 다른 자산가격간의 공분산이 정책일과 비정책일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를 살펴보도록 한다. CMA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의 경우 콜금리와의 공분산이 정책일

에 양의 값을 가지며 비정책일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CMA는 다름 금리와 다르게 콜

금리와 음의 공분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가의 경우는 정책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하락하기 때문에 정책일에 두 변수간의 공분산이 음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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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하나 KOSPI와 KOSDAQ지수의 경우에는 양의 공분산을 가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음의 공분산을 가지며 이 음의 관계가 비정책일에 비해 정책일에 더 

줄어든다.

1. IV 추정치 

여기서는 사건연구 접근법에 기초한 OLS 추정치와 더불어 이분산성에 기초한 IV 

추정치를 살펴본다. <표 3>에서 와 


는 각각 정책변화에 대한 자산가격의 반응

을 나타내는 OLS와 IV 추정치를 표시한다. 먼저 주가의 경우 IV 추정치에 따르면 정

책금리가 1bp 올라갈 때 KOSPI와 KOSDAQ지수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각각 

1.617bp와 0.499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이지 

못하다. OLS 추정치는 각각 1.193bp와 0.471bp로 IV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Hausman 검정결과에 따르면  는 각각 1.063과 0.000으로 두 추정치가 같을 확

률이 각각 32.0%와 98.8%에 이른다. 원/달러환율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 

-0.086×10-2으로 정책금리가 1bp 상승할 때 원/달러환율이 0.086bp 하락하나 통계

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OLS 추정치도 IV 추정치와 거의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강세

를 보인다(Rigobon and Sack, 2004; Eichenbaum and Evans, 199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정책금리인 콜금리의 인상으로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국내주가

는 오히려 상승하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이는 국내주가와 원/달러환

율이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높은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국내통화정책보다는 미국주가나 엔/달러환율 등 해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주가가 콜금리가 

상승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은 주식투자자들이 콜금리 인상을 경기가 개선되었다

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금리의 경우 IV 추정치에 따르면 콜금리를 1bp 올릴 때 91일물 CD와 CP는 각각 

0.344bp와 0.324bp 상승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목표콜금리를 25bp 올릴 때 

CD와 CP는 각각 8.6bp와 8.1bp 상승한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와 Hau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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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OLS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364일물인 통안

증권의 경우 목표콜금리가 25bp 올라갈 때 CD나 CP보다 약간 높은 9.4bp 상승한다. 

한편 3년물인 국고채와 회사채는 각각 4.2bp와 4.3bp 상승한다. 이는 만기가 길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MMF(7

일)나 CMA(180일)의 경우는 단기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콜금리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우는 국고채의 경우와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금리에 대한 Hausman 검정결과는 모든 경우 IV 추정치가 OLS 추정치와 크

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GMM 추정치

GMM 추정치는 OLS나 IV 추정치와 달리 이자율과 자산가격의 이차적률변화에 대

한 세 가지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 
  

  는 자료에 나타난 이분산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주가, 

환율, 금리 모두 다 λ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OSPI와 KOSDAQ지수의 경우 


은 각각 1.628×10-2와 2.548×10-2로 목표콜

금리의 상승이 OLS와 IV 추정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주가를 상승시키나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은 과대식별 제약조건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주가의 경

우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이 조건이 기각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Hausman 검

정통계량 은 KOSPI의 경우 0.150으로 가 


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반면 KOSDAQ지수의 경우는 3.514로 10% 수준 아래에서 기각된다. 

이는 사건연구 추정량이 편기되었거나 정책일에 정책충격의 분산이 근접식별이 받아

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의 경우 


은 0.026×10-2로 목표콜금리의 변화가 원/달러환율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은 4.925로 환율의 경우 5% 유의수준 아래에서 이 조건이 기

각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충격 외에 다른 충격의 분산이 정책일에 증가하거나 

추정방정식의 파라미터가 두 하위표본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은 

1.113으로 가 


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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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경우 IV 추정치에 따르면 콜금리를 1bp 올릴 때 CD(91일)와 CP(91일)는 

각각 0.344bp와 0.324bp 상승하는 반면 GMM 추정치에 따르면 0.473bp와 0.103bp 

상승한다. 통안증권(364일)은 IV 추정치에 따르면 0.377bp 증가하는 반면 GMM 추

정치에 따르면 이 보다 훨씬 큰 0.588bp 상승한다. 은 5% 유의수준 아래에서 CD

와 통안증권의 경우는 과대 식별 제약조건이 기각되는 반면 CP의 경우는 기각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 CD, CP, 통안증권의 경우 모두 5% 수준 아래에서 

유의적이어서 사건연구 추정량이 편기되었거나 정책일에 정책충격의 분산이 인접식별

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고채(3년)와 회사채(3년)의 경

우 콜금리가 1bp 변할 때 0.215bp와 0.322bp 변하는데 OLS나 IV 추정치보다 그 변

화폭이 크다. 국고채의 경우 은 5% 유의수준 아래에 과대식별 제약조건이 기각되

지 않는 반면 회사채의 경우는 기각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고채의 경우 은 

10% 수준 아래에서 유의적이지 않은 반면 회사채의 경우는 유의적이다. MMF(7일)나 

CMA(180일)의 경우는 OLS나 IV 추정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금리임에도 불구

하고 콜금리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3. 민감도 분석

정책효과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비정책일을 정책일의 전날로부터 정책일 전의 

3일 평균, 5일 평균, 10일 평균으로 확장시켜 보기로 한다. <표 5>는 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비정책일이 정책일 전일인 경우 CD(91일)와 CP(91일)는 0.473bp와 

0.103bp 변화하는 반면 정책일 전 3일의 평균인 경우에는 각각 0.091bp와 0.096bp 

변한다. 통안증권(364일)은 1일인 경우에는 0.588bp, 3일 평균인 경우에는 0.590bp

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고채(3년)와 회사채(3년)는 1일인 경우에는 각각 0.215bp와 

0.322bp, 3일 평균인 경우에는 각각 0.216bp와 0.275bp 상승해 국고채의 경우 거의 

동일하다. MMF(7일)와 CMA(180일)의 경우도 추정결과는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CD(91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의 경우 유사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일과 

10일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 CD은 각각 0.074bp와 0.072bp 상승해 CP(91일)와 유사

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한편 주가와 환율의 경우에는 비정책일을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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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에 따라 α의 GMM 추정치가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원/달러환율의 경우 비정책일을 정책일의 전날로부터 정책일 전의 5일과 10

일의 평균으로 확장시킬 때 


의 절대치가 커지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OLS 추정방법 외에 이분산성에 기초한 IV 방법과 GMM

을 이용하여 목표콜금리가 변할 때 주가, 환율, 금리 등의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반응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콜금리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을 때 원/달러환율은 하

락하는 반면 국내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가 상승하였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

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내

주가와 원/달러환율이 국내통화정책보다는 선진국 주가와 엔/달러환율 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의 경우 GMM 추정결과에 따르면 목표콜금리가 25bp 올라갈 때 통안증권

(364일)은 약 60% 수준인 15bp 정도 상승하여 다른 금리에 비해 가장 강하게 반응

한다. 다음으로는 회사채(3년)와 국고채(3년)가 각각 7.5bp와 5.3bp 정도 상승한다. 

반면 CP(91일)와 CD(91일)는 상승폭이 2.5bp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MMF(7일)와 

CMA(180일)는 거의 반응이 없으며 CMA의 경우는 미약하나마 음의 값을 가진다. 기

간구조별로 본다면 1년물인 통안증권이 3년물인 회사채와 국고채에 비해 반응이 크

다. 투자자가 단기금리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

록 반응이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금리의 종류에 따라 OLS와 IV 추정치

가 편기되었거나 정책일에 정책충격의 분산이 근접식별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 또한 정책충격 외에 다른 충격의 분산이 정책일에 증가하거나 추정방정식

1) KOSPI, KOSDAQ지수, 원/달러환율의 경우 AIC와 Schwarz 검정을 통해 AR(1)과 VAR(1) 

모형을 선정한 후 각 모형에서 구한 잔차항에 대해 IV 방법과 GMM을 통해 추정하여 보았

으나 추정결과는 본 논문에서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이 결과는 본문

에 기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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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라미터가 두 하위표본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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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콜금리목표 변동추이

변경일자 콜금리목표(%)

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0

10월 5일 5.25

2001년

2월 8일 5.00

7월 5일 4.75

8월 9일 4.50

9월 19일 4.00

2002년 5월 7일 4.25

2003년
5월 13일 4.00

7월 10일 3.75

2004년
8월 12일 3.50

11월 11일 3.25

2005년
10월 11일 3.50

12월 8일 3.75

2006년 2월 9일 4.00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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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와 공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전체 A B 전체 A B

정책금리 콜금리 18.224 25.053 4.405

주가
KOSPI 1.881 1.992 1.828 3.603 10.426 -3.822

KOSDAQ지수 2.426 1.891 2.910 2.829 5.834 -2.414

환율 원/달러환율 0.287 0.199 0.361 -0.398 -0.390 -0.436

금리

MMF(7일) 7.145 10.120 0.775 32.333 78.095 -0.514

CD(91일) 7.065 9.513 1.246 102.130 188.333 1.700

CP(91일) 6.781 9.369 0.724 95.005 180.738 -0.786

CMA(180일) 3.582 0.926 5.066 -5.730 -5.286 -8.143

통안증권(364일) 8.922 11.530 3.559 111.747 195.119 8.286

국고채(3년) 22.754 29.570 7.019 41.214 6.238 1.157

회사채(3년) 7.413 8.614 3.563 48.441 65.048 4.729

주: 1) A와 B는 각각 콜금리가 변경되었던 날과 그 전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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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LS와 IV 추정치

 
  

주가

KOSPI
1.193×10-2

(2.066×10-2)

1.617×10-2

(2.107×10-2)

1.063

[0.320]

KOSDAQ지수
0.471×10-2

(1.992×10-2)

0.499×10-2

(2.748×10-2)

0.000

[0.988]

환율 원/달러환율
-0.123×10-2

(0.214×10-2)

-0.086×10-2

(0.320×10-2)

0.024

[0.879]

금리

MMF(7일)
0.091

(0.105)

0.095

(0.077)

0.003

[0.960]

CD(91일)
0.332

(0.068)**

0.344

(0.051)**

0.075

[0.789]

CP(91일)
0.309

(0.065)**

0.324

(0.049)**

0.116

[0.739]

CMA(180일)
-0.008

(0.009)

0.003

(0.039)

0.083

[0.777]

통안증권(364일)
0.369

(0.106)**

0.377

(0.083)**

0.016

[0.900]

국고채(3년)
0.166

(0.345)**

0.167

(0.259)

0.000

[0.999]

회사채(3년)
0.168

(0.108)

0.170

(0.084)*

0.000

[0.983]

주: 1) 와 


는 각각 OLS와 IV 추정치를 표시

2)  는 Hausman(1978) 검정통계량을 표시 

3)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표시 

4) *와 **은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5)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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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GMM 추정치


 

  

주가

KOSPI
608.349

(143.432)**

1.628×10-2

(1.734×10-2)

0.018

[0.894]

0.150

[0.705]

KOSDAQ지수
462.261

(107.757)**

2.548×10-2

(2.280×10-2)

2.049

[0.152]

3.514

[0.082]

환율 원/달러환율
643.544

(149.341)**

0.026×10-2

(0.161×10-2)

4.925

[0.026]

1.113

[0.309]

금리

MMF(7일)
607.298

(150.924)**

0.004

(0.005)

1.007

[0.316]

0.704

[0.416]

CD(91일)
604.060

(151.016)**

0.473

(0.038)**

7.009

[0.008]

6.077

[0.027]

CP(91일)
364.355

(68.962)**

0.103

(0.040)*

3.241

[0.072]

15.818

[0.001]

CMA(180일)
610.754

(150.825)**

-0.004

(0.006)

1.390

[0.238]

0.356

[0.560]

통안증권(364일)
623.687

(150.546)**

0.588

(0.043)**

6.149

[0.013]

5.144

[0.040]

국고채(3년)
640.323

(145.493)**

0.215

(0.124)*

1.360

[0.244]

0.022

[0.883]

회사채(3년)
611.726

(150.908)**

0.322

(0.075)**

4.394

[0.036]

3.992

[0.066]

주: 1) 


와 


는 GMM 추정치를 표시

2) 는 과대 식별 제약조건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표시 

3) 는 Hausman(1978) 검정통계량을 표시 

4)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표시 

5) *와 **은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6)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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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 GMM 추정치(


)

비정책일 1일 3일 5일 10일

주가 KOSPI
1.628×10-2

(1.734×10-2)

0.846×10-2

(1.323×10-2)

0.804×10-2

(1.262×10-2)

0.936×10-2

(1.307×10-2)

KOSDAQ지수
2.548×10-2

(2.280×10-2)

0.517×10-2

(1.743×10-2)

0.930×10-2

(1.739×10-2)

-0.529×10-2

(1.379×10-2)

환율 원/달러환율
0.026×10-2

(0.161×10-2)

-0.091×10-2

(0.183×10-2)

-0.280×10-2

(0.153×10-2)+

-0.330×10-2

(0.168×10-2)*

금리

MMF(7일)
0.004

(0.005)

0.003

(0.005)

0.005

(0.005)

0.004

(0.005)

CD(91일)
0.473

(0.038)**

0.091

(0.048)+

0.074

(0.045)+

0.072

(0.044)

CP(91일)
0.103

(0.040)*

0.096

(0.034)**

0.092

(0.034)**

0.094

(0.034)**

CMA(180일)
-0.004

(0.006)

-0.009

(0.004)*

-0.008

(0.004)*

-0.008

(0.004)*

통안증권(364

일)

0.588

(0.043)**

0.590

(0.040)**

0.590

(0.039)**

0.593

(0.039)**

국고채(3년)
0.215

(0.124)*

0.216

(0.119)+

0.214

(0.119)*

0.214

(0.119)*

회사채(3년)
0.322

(0.075)**

0.275

(0.092)**

0.271

(0.090)**

0.305

(0.081)**

주: 1) 비정책일은 정책 전날 1일, 3일, 5일 10일의 평균을 의미

2)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표시 

3)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