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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금융학회 정기 심포지엄
<외환위기 이후 10년에 걸친 자본시장의 변천과 향후과제>

 

동아시아 통화가치 결정에서 달러화와 엔화의 

요성 분석: 외환 기 이후를 심으로                 

                                                    

김 한*․정세은**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통화를 상으로, 외환 기 이후 달러화  엔화가 이 통화들의 

가치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요성을 가지는가에 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외환시장 신축성 지수와 Frankel & Wei(1994)의 회귀식을 추정

한 결과 기 이후 엔화와의 동조성이 증가하 음을 확인하 고, 비선형  

단 근 검정을 실행한 결과 페소화를 제외하고 각 통화의 엔화 환율이 일

정 밴드로 회귀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에 추가 으로 마르코  

체제 환 모형과 3상태 임계벡터오차수정 모형(3-regime threshold VECM)

을 사용하여 밴드 회귀 경향에 해서 더욱 자세히 분석하 다. 실증 분석 

결과, 원화  만달러의 경우 엔화와의 동조성이 크게 증가하 고 특히 

엔화 환율이 일정 밴드를 벗어날 경우 다시 이 밴드로 회귀하기 한 환율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트화  루피화의 경우 엔화와의 동조

성이 증 되었으나 원화나 만달러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소화의 경우 변동성이 커졌으나 달러와의 동조성이 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가치의 상기나 하기 모두에서 칭 으로 엔화와의 

동조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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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동아시아 외환 기가 발생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외환 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 는데 환율제도도 외가 아니어서 우

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기 이후  달러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환하게 되었다. 2005년 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명목 으로는 

국, 홍콩, 말 이시아 등이 달러에 거의 완 히 고정된 환율체제를 유지하

고 있고 한국, 필리핀, 만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인도네시아, 태국은 리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환율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새롭게 진행

되었다. 과거에는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장단 에 한 논쟁이 주

를 이루었는데 90년 를 거치면서 양극단의 환율제도와 간  환율제도의 

장단 에 한 논쟁으로 지형이 바 었다. 한 명목  환율제도와 실질  

환율제도의 구별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의 

환율체제에 한 연구의 일반  결론은, 형식 으로는 간  환율제도를 채

택했던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양극단의 환율체제가 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정부가 다소 느슨하지만 여 히 개입하는 

간  환율체제가 세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기 이후 명목 으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

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실질 으로는 개입주의  환율제로 복귀하

다는 것이 일반 인 결론이다. 표 으로 맥키논과 슈나블(McKinnon and 

Schnabl, 2004)은 기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달러에 한 자국 통

화의 가치를 안정 으로 유지하는 환율체제로 복귀하고 있음을 실증분석한 

뒤 그 이유로서 이들은 개도국이 경제구조의 취약 으로 인하여 환율변동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더 나아가 달러고정환율제도는 동아시

아 국가들간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된

다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 다. 그러나 달러고정환율제가 지

배 인 가운데에서도 엔화의 향력이 기 이후 증가하는 상도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맥키논과 슈나블도 기 이후 달러에 한 동조성이 어드

는 신 엔화에 한 동조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기 

이 에도 엔화 동조성이 존재함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기 이후 이 

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엔화 

동조성의 경향을 극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화의 경우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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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에 엔화 환율이 일정 수 으로 회귀하려는 경향보다는 일정 범 , 

즉 밴드 내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이 원화 이외

의 다른 통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의 동아

시아 통화의 엔화 동조성에 한 연구들은 주로 랑 과 웨이(Frankel & 

Wei, 1994)의 방법론, 혹은 공 분 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방법론

들은 선형형태의 계를 가정하는 것으로, 엔화와의 동조화 형태가 비선형

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국, 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변동환율제 통화를 상으로 선형  

모형 뿐 아니라 확률 ,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엔 동조화 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3 에서는 외환시장신축성지

수, 랑 과 웨이의 회귀식 추정을 통하여 엔화와의 동조성이 외환 기 증

가하 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비선형  단 근 검정을 통하여  비선형  

평균 회귀의 가능성, 즉 엔화 환율이 일정 밴드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존재

하는지를 분석하 다. 4 에서는 마르코  체제 환 모형

(Markov-switching model)과 3-상태 임계 벡터 오차수정모형(3-regime 

threshold VECM)을 사용하여 엔화 환율이 일정범  내에서의 유지되는 

경향에 해 더욱 자세히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5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II.  선행 연구 

  개도국의 실제 환율체제에 한 표 인 연구는 칼보와 라인하트(Calvo 

and Reinhart, 2002)의 연구이다. 이들은 154개의 환율체제에 해서 환율, 

외지불 비 , 통화량, 이자율   일차상품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공

표된 환율체제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변동환율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자유변동환율체제나 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국가들  상당수가 고정환율제도에 가까운 환율제도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외가 아니어서 이들에 따르

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실질 으로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체제에 해 더욱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

는 바이그(Baig, 2001), 헤르난데스와 몬티엘(Hernandez and Montiel, 2003), 

맥키논과 슈나블(McKinnon and Schnabl, 2004), 김, 김과 왕(Kim,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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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2005), 오가와와 양(Ogawa & Yang, 2006) 등이 있다.  

 바이그(Baig, 2001)의 연구는 1995년-2000년까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환율변동지수( 외지불 비 변동성에 비한 환

율변동성)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변동성이 커졌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어서 정부는 약화된 형태로 계속 개입

하고 있다고 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랑 과 웨이의 방식으로 달러화, 

엔화, 마르크화의 요성을 계산해 보면 1995년과 비교할 때 2000년의 달러

화의 요성은 비슷한 정도로 매우 높아서 느슨한 달러 고정환율체제로 복

귀하 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헤르난데스와 몬티엘(Hernandez and Montiel, 2003)은 1999-2001년을 상

으로 하여 외환 기 이후 외환시장에의 정부 개입의 정도는 약화되었지만 

여 히 환율변동성을 이기 해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단 하에서 환

율정책의 목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달러환율의 단기  변동성 

감소, 명목실효환율의 변동성 감소,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성 감소, 통화 가치 

하락 시 속도 조 , 통화 가치 상승 시 속도 조 , 외지불 비 의 축  

등 6 가지 가능성을 분석하 는데, 이  통화 가치 상승 시 속도 조   

외지불 비 의 축 을 주요 목 으로 지목하 다. 즉 이 국가들은 통화가

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수출을 증 하

여 외지불 비 를 축 하는 것을 목 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

은 달러에 해 고정되는 정도가 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키논과 슈나블(McKinnon and Schnabl, 2004)에 따르면 동아시아 통화

는 월 단  데이터에서뿐 아니라 주 단  데이터와 일 단  데이터에서도 

 달러화의 가치가 매우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외환 기 이 보다 일본 엔화와의 동조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 히 달러와의 동조성이 지배 이어서 달러와의 가치 유지가 환율정책의 

심이 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월 단  시계에서 통화가치를 달러에 고정

시키려는 환율정책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과의 직 무역량이 기타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화가 국제  무역과 자본거래에 주로 사용

되는 결제통화이기 때문이다.  결제통화인 달러와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무역거래의 가격변동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교역재의 물가를 미국물가 수

으로 유지시켜 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주 단 , 일 단  시계와 

같이 단기에서도 정부가 통화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려는 이유는, 부분

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 융시장이 불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자국의 수출, 수입업자들이 환 험 헷징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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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한 환율을 유지하여 단기 거래에서 일종의 선물 헷징을 제공하려

는 것이 목 이라는 것이다. 

오가와와 양(Ogawa & Yang, 2006)은 외환 기 이 (1990-1996)과 이후

(1999-2004)에 해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환율체제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를 분석하 다. 첫째, 엔/달러 환율과 각 통화/달러 환율 간의 상 계를 계

산해 본 결과 명목환율 기 으로는 한국, 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통화가 

기 이후 상 계가 높아졌으며 실질환율 기 으로는 모든 통화들이 상

계가 높아졌음을 발견하 다. 둘째, 달러의 요성을 랑 과 웨이의 방

법론을 이용하면서 구조  변화를 고려하기 하여 가역 인(recursive) 방

법으로 추정하 다. 이에 따르면 기를 당했던 국가들의 경우 기 이후 구

조  단 을 보여 달러 동조성 계수의 크기는 어들고 표  편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 다. 셋째, 환율변동성지수를 계산하여 1995년과 2003

년을 비교해본 결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증가했지만, 한국은 비슷하고, 만, 

필리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오가와와 양은 동아시아 국가

들의 환율추이에서 달러에의 고정정도는 었지만 변동환율제로 완 히 이

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 히 달러가 이 지역에서 지배  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의 연구들이 주로 달러와의 동조성 여부에 을 맞추고 있다면 엔화

와의 동조성에 더욱 주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보우만(Bowman, 2005), 

키어니와 머클 이(Kearney and Muckley, 2007)를 들 수 있다. 보우만(2005)

은 랑 과 웨이의 방법론과 공 분 기법을 사용하여 90년 에 동아시아 

지역에 엔 뿐만 아니라 호주달러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

다. 랑 과 웨이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 2002년 1월까지를 분석

하 을 때, 부분의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엔의 요성이 커졌음을 발견하

다. 한편 만을 제외한다면 호주달러의 요성도 엔의 요성 못지않게 커

졌다. 한편 각 통화의 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 호주달러/달러 환율, 마

르크/달러 환율과 공 분 계가 있는지를 각각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엔보다

는 호주달러와의 공 분 계가 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보우만은 엔블록 보다는 호주달러 블록이 존재함을 결론으로 내

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1997년 7월 이후부터 2002년 1월까지를 외환

기 이후로 분석하여, 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 최근 시기가 포함

되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키어니와 머클 이(2007)는 동아시아의 주요 9개국의 통화에 해 27년간

(1976년 11월-2003년 12월)의 주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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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엔블록의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방법론은 각 통화의 엔화 환율

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미국달러화의 실효환율, 독일 마르크화의 실효환율, 

국 운드화의 실효환율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

는 여 히 미국 달러가 지배 이지만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

견하고 있다. 특히 한국 원화와 만 달러화의 결정에 있어서는 엔화의 요

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태국 바트화의 경우 마르크

화와 엔화가 동시에 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국가

들의 경우 엔화의 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원화에 해서는 더욱 많은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표 으로 이연호․ 

고정택(2003)의 논문은 1980년-2003년에 걸쳐 원화환율의 엔화환율에 한 

동조화가 증가하 는지를 상 계수 추정, OLS 모형 추정, 공 분 검정 실행, 

VAR 모형 추정을 시행하 으며, 자본시장개방과 외환 기를 거치면서 동조

화 정도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김, 박 & 왕(Kim, Park and 

Wang, 2004)의 경우 Partial Sample Cointegration Breakdown Tests를 시행

하여 원화와 엔화 간의 공 분 계가 97년 말과 98년  사이를 기 으로 

이 과 이후에 달라졌음을 확인하 고, 외환 기 후시기에 해 임계벡터

오차수정모형(TVECM)을  추정함으로써 기 이후 원/엔 환율이 밴드 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 다.1) 

III.  달러  엔에 한 동조성 추정

 

1. 외환시장 신축성 추이

   우선 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5개국 통화에 해  환율변동성을 기반으로 외환시장 신축성지수

를 구하여 달러화에 엔화에 한 변동성이 외환 기 후로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신축성 지수는 간 으로 실질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인지 고정환율제도인지를 별하게 해 주는 기 으로도 사용된

다.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을수록 환율의 변동성은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만을 제외하고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의 자료를 사용하 다. 만의 경우 환율은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제공하는 Pacific Exchange Rate 

1) 이 외에도 원화의 엔동조화에 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이근 (2000) 정재식․장 민(2000), 김정식(2001)) 

부분 고빈도 환율 자료에 해 ARCH유형의 모형을 이용하여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간의 상

계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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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의 자료를 사용하 고, 그 외는 만 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 다. 환율데이터로는 달러 환율, 엔화 환율의 월별자료를 사용하

으며, 외지불 비 은 비- 야티와 스투르제네거(Levy-Yeyati and 

Sturzenegger, 2003)를 따라 외지불 비 =( 앙은행의 외자산- 앙은행

의 외부채- 앙은행에의 정부 )을 계산하여 사용하 다. 

  <그림1>은 이 국가들의 월별 환율추이를 1990-2005년에 하여 그린 것

이다. 외환 기 이 에는  달러 환율이 일정한 수 에서 매우 안정 이었

던 데 비하여 기와 함께 폭 으로 상승하 고 이후에는 상당한 변동성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율변동성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개입정도가 어들고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환율

변동성은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외부의 충격 정도에 따

라서도 달라진다. 즉 정부가 외환 기 이후에도 개입한다 해도 외부충격이 

커진다면 환율변동성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환율변동성

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정부의 개입수단의 변동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환율변동성이 커졌지만 정부의 주요 개입수단인 외지불 비

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면 환율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 히 

강하게 개입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동아시아 5개국 통화의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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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율과 외지불 비 의 변동성의 정보를 동시에 사용해서 실제 환

율제도가 변동환율제에 가까운지, 고정환율제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도록 하

자. 환율과 외지불 비 의 변동성을 함께 사용하여, 환율변동을 조 하기 

해 이용된 외환시장개입의 정도를 고려한 외환시장 신축성지수(exchange 

rate flexibility index)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Baig, 2001, 

Bayoumi and Eichengreen, 1998, Glick and Wihlborg, 1997)2).     

       외환시장 신축성지수(flexibility index) = 
 

        (1)

 여기서 는 자연로그를 취한 환율의 1차 차분의 표 편차이고 는 

2) 이 지수에는 외지불 비 변동 이외에 이자율변동을 분모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자율변동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자율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자율 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Bai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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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달러화 기준 엔화 기준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
시아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
시아

90 0.02 0.07 0.20 0.02 0.008 0.25 0.10 0.25 0.35 0.13 0.06
91 0.01 0.06 0.03 0.03 0.003 0.23 0.08 0.17 0.14 0.11 0.03
92 0.03 0.15 0.08 0.04 0.001 0.30 0.11 0.23 0.15 0.14 0.02
93 0.02 0.12 0.02 0.04 0.006 0.18 0.13 0.35 0.03 0.18 0.07
94 0.01 0.13 0.08 0.03 0.007 0.21 0.08 0.26 0.13 0.14 0.12
95 0.04 0.18 0.14 0.04 0.006 0.33 0.16 0.33 0.42 0.26 0.24
96 0.03 0.05 0.01 0.03 0.022 0.12 0.04 0.10 0.09 0.13 0.08
97 0.23 0.17 0.24 0.11 0.211 0.18 0.22 0.25 0.26 0.10 0.21
98 0.09 0.24 0.33 0.21 0.317 0.15 0.12 0.28 0.36 0.21 0.30
99 0.05 0.09 0.10 0.12 0.131 0.30 0.07 0.23 0.23 0.22 0.16
00 0.04 0.11 0.09 0.12 0.163 0.14 0.04 0.18 0.14 0.18 0.17
01 0.05 0.12 0.14 0.10 0.320 0.15 0.04 0.23 0.13 0.13 0.31
02 0.06 0.11 0.07 0.10 0.173 0.17 0.03 0.14 0.13 0.11 0.22
03 0.04 0.03 0.10 0.04 0.082 0.13 0.05 0.10 0.15 0.04 0.11
04 0.03 0.06 0.03 0.08 0.166 0.16 0.02 0.08 0.13 0.08 0.18
05 0.04 0.10 0.09 0.09 0.071 0.12 0.03 0.11 0.13 0.09 0.10

90-96 0.03 0.10 0.04 0.03 0.005 0.24 0.10 0.24 0.08 0.16 0.05
99-05 0.04 0.08 0.10 0.08 0.157 0.17 0.05 0.14 0.16 0.12 0.17

외지불 비 의 변동량을 기의 본원통화로 나  값의 표 편차이이다.3) 

완 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변동하지 않고 외지불 비 만 변동

할 것이기 때문에 신축성지수의 값이 0이 된다. 즉 일반 으로 신축성지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외환당국의 개입 정도가 크며, 1에 가까울수록 자유변

동환율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는 달러화와 엔화 기 으로 구

한 동아시아 5개국 통화 환율의 신축성지수가 요약되어 있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신축성지수의 추이

 

 첫째, 달러화 기 으로 신축성지수를 살펴보면 외환 기 이 에 비해 이후

에는 만을 제외하고는 신축성지수가 증가하여 달러환율 결정에 있어 시

장의 역할이 증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0.0047에서 

0.1569로 증가하여 정부개입의 정도가 크게 낮아 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엔화기 으로 신축성지

수를 살펴보면 외환 기 이후에 한국, 만, 태국의 신축성 지수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만의 경우 반 이하로 하락하여 양국의 외

환당국이  엔화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외환시장에 극 으로 개입했음을 

암시한다. 태국의 경우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만과 유사한 형태를 

3)    = (Δ 외지불 비 /(본원통화t-1)의 표 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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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달러와 엔화 기  모두 신

축성이 증가하여 양국의 경우 달러와 엔화에 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

부의 개입이 이 보다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 엔화의 달러화 

변동성을 기 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랑  & 웨이 회귀식의 가변회귀계수 추정 

 

  이제 달러화와 엔화와의 동조성이 외환 기 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랑 과 웨이(1994)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해 보자. 상 으로 독립 으

로 가치가 결정되는 제3국 통화로서 스 스 랑화를 선택하고, 요 통화로

서 미국달러화, 엔화  마르크화의  스 스 랑화 환율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한다. 

                        (2)

  여기서   ,   ,      은 스 스 랑 1단 와 교환

되는 동아시아 국가통화, 미국 달러화, 엔화  마르크화의 크기를 각각 나

타낸다. 회귀식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자연 수를 취하여 1차 차분한 값

을 사용한다. 의 추정치가 유의 이고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그 값이 클수

록 달러와의 동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의 추정치는 엔과의 동조

성을 의미한다. 외환 기 이 기간(90-96년)과 외환 기 이후기간(99-05년)을 

분리하여 회귀식을 추정하 는데 그 결과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Frankel and Wei(1994) 회귀식의 추정결과

한국 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90-96 99-05 90-96 99-05 90-96 99-05 90-96 99-05 90-96 99-05


0.9161

(0.040)

0.4652

(0.276)

-0.1820

(0.055)

-0.2931

(0.054)

0.8250

(0.010)

0.3592

(0.175)

0.9779

(0.011)

-0.2065

(0.548)

1.1087

(0.094)

0.7973

(0.069)


0.0949

(0.032)

0.5863

(0.194)

0.1064

(0.057)

0.2888

(0.066)

0.1057

(0.009)

0.3939

(0.159)

0.0113

(0.011)

0.6779

(0.409)

-0.1103

(0.056)

0.2227

(0.082)

주: ( )안은 Newey and West 방식으로 구한 표 편차를 나타낸다.

  외환 기 이 과 이후를 비교하면 달러와의 동조성을 나타내는 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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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 고, 엔과의 동조성을 나타내는 의 

추정치는 5개국 모두에서 크게 상승하 다. 이는 외환 기 이후 비교  변동

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5개국의 통화가치 결정에서 미국 달러

화의 향력이 감소하고 엔화의 향력이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여타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owman, 2005;  Ogawa & Yang, 

2006;  Kearney and Muckley, 2007).    

  한편 랑 과 웨이의 회귀식에서 회귀계수를 시간에 따라 변동하도록 추

정하면 달러화와 엔화와의 동조성의 정도를 시간에 따라 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칼만필터(Kalman filter)의 평활화된 필터(smoothed filter)를 이

용하여 가변회귀계수를 추정하 는데 그 결과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

다4).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 이 에는 추정치

가 매우 안정 이었고, 달러의 향력을 나타내는 의 추정치가 엔화의 

향을 나타내는 의 추정치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동아시아 국가 통화의 달

러와의 동조성이 매우 크고 안정 이었다. 둘째, 외환 기 이후에는 추정치

의 변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 작아지고 는 증가하여 엔과의 동

조성이 상 으로 증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만의 경우 기 

이후  시기에 걸쳐 하고, 2000-2001년 에는 5개국 모두에서 엔화와

의 동조성이 달러와의 동조성을 압도하 다. 따라서 외환 기 이후에는 동아

시아 통화들의 엔화와의 동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회귀계수가         ,         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 다. 카볼리와 라

잔(Calvoli and Rajan, 2005)은, 계수의 추정치가 높은 값을 보이면서, 완만한 시간경로

(smooth time path)를 보이면 해당 환율의 결정에 앙은행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치가 

높지만 변동성이 높으면 앙은행의 개입보다는 외환시장의 민간거래자들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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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Frankel and Wei(1994) 회귀식의 가변회귀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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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선형 단 근 검정과 엔화 환율의 밴드 회귀 경향

  한편 단 근 검정을 통해서도 달러와 엔에 한 동조성을 단해 볼 수 

있다. 각국 통화의 달러 환율 혹은 엔화 환율 시계열에 단 근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환율은 일정한 평균수 으로 복귀하려는 평균회귀(mean 

reversion)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율이 안정  시계열이면 

평균 근방의 값을 취하는 빈도가 높게 되고 이 때 각국 통화가 달러 혹은 

엔화와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 5개국의 환율에 한 선형 단 근 검정법인   검정법을 사용

한 검정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달러환율의 경우 외환 기 이

의 필리핀 페소화가, 엔화환율의 경우 외환 기 이후의 태국 바트화가 단

근이 기각된다. 따라서 이 선형 단 근 검정 결과에 따른다면 외환 기 이

의 페소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강하게 고정되었고, 외환 기 이후의 태

국 바트화는 엔화에 고정되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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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단 근 검정결과 

달러 환율 엔화 환율

       

1990.1 - 1996.12

태국 바트화 -2.7243 (0.074) -2.549 -1.6442 (0.455) -2.152

인도네시아 루피화 -0.3680 (0.908) -1.080 -1.4928 (0.532) -1.950

필리핀 페소화 -3.0146* (0.037) -3.046* -2.5501 (0.189) -2.582

만 달러화 -2.0570 (0.262) -2.032 -1.5961 (0.480) -1.937

한국 원화 -1.2467 (0.560) -1.970 -1.6615 (0.446) -2.334

1999.1 - 2005.12

태국 바트화 -2.2060 (0.205) -2.410 -3.5060* (0.010) -3.336*

인도네시아 루피화 -1.8458 (0.356) -3.057* -2.1957 (0.209) -3.116*

필리핀 페소화 -2.1064 (0.242) -2.242 -2.0261 (0.275) -2.163

만 달러화 -1.9634 (0.302) -1.710 -2.7206 (0.074) -2.961*

한국 원화 -1.0282 (0.739) -0.786 -1.9242 (0.319) -4.292*

주: ADF 검정에서 ( )는 p-값이며,   검정의 5% 임계치는 -2.71 이다. *는 5%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환율 시계열이 비선형 로세스, 를 들어 평균 회귀가 아닌 밴드 

회귀 로세스를 따르는 경우, -검정법의 립가설은 잘못 설정되게 되

어  잘못된 검정결과를 낳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동아시아 

통화들이 달러화나 엔화에 해 어떤 일정 수 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는 

신 일정 범 의 환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을 때   검정법으로는 

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과 쉰타니(Park and Shintani, 2005)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비선형 단 근검정법인     검정법을 개발하

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근법은 실증분석에서 사

용되는 거의 모든 이함수(transition function)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환율이 일정한 범 에서는 단 근을 갖고, 이 범 를 벗어나면 평균

회귀가 있는 임계치 자기회귀 모형(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 TAR)모

형을 사용하 다. 즉 다음의 모형을 가정한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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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은 지시함수이다.  박과 쉰타니(2005)의     검정법에서 귀

무가설인 단 근과 립가설인 비선형 평균회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표 3>의 비선형 단 근검정법에 의하면  달러화 환율의 경우 외환

기 이 에는 필리핀 페소화의  경우에만, 외환 기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루

피화의 경우에만 단 근이 기각되었다. 

한편 흥미롭게도 엔화 환율의 경우 외환 기 이 에는 5개국 통화의 엔

화 환율 모두 단 근의 존재가 기각되지 못하는데 비해, 기 이후에는 필리

핀 페소화를 제외한 4개국의 환율에서 단 근의 존재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

난다. 이 결과는 외환 기 이후 동아시아의 4개국의 엔화 환율이 일정한 

범 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에는 비선형 평균회귀가 발생되는 엔화 환율의 범 가 표시되

어 있다. 자연로그를 취한 원/엔 환율의 경우 [2.3220, 2.3571]의 범 가 유지

되는 힘이 작용하 다. 자연로그를 취한 만달러/엔, 바트/엔  루피/엔 환

율의 범 는 [-1.2670, -1.2407], [-1.0253,-0.9976]  [4.3089, 4.4082]로 추정

되었다. 이러한 비선형 단 근 검정의 결과는 외환 기 이후 한국, 만, 태

국  인도네시아의 외환당국이 엔화 환율을 일정한 범 내에서 안정시키

도록 노력하는 등 통화가치 결정에서 엔화 가치의 향력이 증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페소화 제외 각국 통화의 비선형 평균회귀 (199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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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선형모형 추정결과

1 마르코  모형 추정

    3 에서 우리는 외환 기 이후 한국, 만의 경우 강하게, 태국의 경우 

다소 강하게,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하게 달러와의 동조성이 감소하고 엔화와

의 동조성이 커졌음을 확인하 다. 특히 비선형 단 근 검정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엔화 환율이 일정한 범  내로 회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엔/달러 환율이 변할 때 개별통화/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 변화에 맞추어 항상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통화/엔화 환율이 어떤 

수 에 있는가에 따라 조정방식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엔/달러 환율이 변

하더라도 개별통화/엔 환율이 일정범  내에 있다면 개별통화/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통화/엔 환

율이 일정한 범 를 벗어난다면 다시 범  내로 돌아가도록 개별통화/달러 

환율이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이 엔/달러에 의해 결정되

는 상태와 그 지 않은 두개의 상태(two states)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첫 번째 상태에서는 달러 환율의 데이터 로세스가 무작 행보(random 

walk with drift)를 보인다. 두 번째 상태에서는 달러환율의 변화가 엔/달

러환율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측 불가능한 확률변수

인 가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환율의 상태를 결정하고, 이것이 다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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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지닌 1차 마르코  체인(first-order Markov 

chain)이라고 가정한다. 

                                               (4)

  따라서   이면 달러 환율은 무작 행보이고,   이면 달러 환율

의 변동은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동아시아 5개국 통화

의 달러 환율의 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마르코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

다5)6). 

            

           ∼ 

              ∼   


                 (5)

 

  여기서 와   는 각각 자연로그를 취한 동아시아 통화/달러  엔/달러 

환율이다. 마르코 모형의 추정결과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7). 모수 의 

추정치로 엔/달러 환율의 향을 단할 수 있다. 추정치의 부호가 양수이면 

엔화가치와 해당 동아시아 통화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여 엔동조화 

상이 발생되어 해당 통화의 엔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추세가 존재

하게 된다.  

  외환 기 이 에는 루피화와 페소화의 경우 의 추정치의 부호가 음수이

고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았고, 원화와 만 달러의 경우에는 추정치가 

유의 이지만 크기가 상 으로 작았다. 하지만 외환 기 이후에는 모두 양

의 부호를 보이고 페소화의 경우를 제외하고8)는 유의 으로 추정되었다. 특

히 원화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략 7배 이상 증가하여 외환 기 이후 원화

가치 결정에서 엔화가치의 요성이 크게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여기서는 공 분 계는 무시하고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한

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6) 환율결정에 향을 미치는 이자율, 통화량, 물가 등의 기 경제변수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 는데 이는 이러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도 추정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7) 외환 기 이 의 경우 바트화의 달러환율이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외환 기 이 의 바트화의 경우는 

모형의 수렴에 문제가 있어 제외하 다.

8) 이 확률 값이 높게 추정되면 그 시기에 해당통화의 달러 환율은 엔/달러에 의해 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낮게 추정되었으면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이 무작 행보의 행태를 보 다고 할 수 있다. 

이 확률의 추정치를 보고 엔/달러 환율이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환율에 향을 미친 시기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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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로그 

우도함수

1990.1-1996.12

원화
0.0613

(0.061)

0.4179

(0.129)

0.1006

(0.035)

0.1133

(0.026)

0.5688

(0.131)

0.9231

(0.054)

0.9383

(0.055)
-67.7

만 달러화
0.0254

(0.103)

0.0727

(0.169)

0.3348

(0.026)

0.7234

(0.123)

0.1276

(0.077)

0.9504

(0.053)

0.6590

(0.659)
-104.9

루피화
0.3383

(0.016)

0.3321

(0.181)

-0.0338

(0.084)

0.0149

(0.002)

0.3565

(0.145)

0.9440

(0.038)

0.7535

(0.165)
-120.9

페소화
-0.0343

(0.034)

0.2367

(0.266)

-0.1256

(0.079)

0.0229

(0.006)

3.9444

(0.791)

0.8343

(0.092)

0.9290

(0.049)
-128.03

1999.1-2005.12

원화
-0.2242

(0.262)

-0.4302

(0.202)

0.7644

(0.180)

0.8129

(0.393)

1.9078

(0.398)

0.7916

(0.159)

0.9010

(0.120)
-142.3

만 달러화
-0.0646

(0.181)

0.0227

(0.141)

0.3856

(0.080)

0.2343

(0.107)

1.1679

(0.241)

0.8384

(0.125)

0.9438

(0.051)
-115.5

바트화
-0.7838

(0.212)

0.5505

(0.204)

0.5943

(0.081)

1.1131

(0.293)

0.9385

(0.241)

0.8414

(0.079)

0.8692

(0.073)
-132.5

루피화
-0.0142

(0.340)

0.4161

(1.147)

0.8475

(0.471)

3.9834

(1.034)

29.5095

(10.295)

0.9860

(0.019)

0.9785

(0.038)
-206.7

페소화
-0.0526

(0.150)

1.001

(0.582)

0.3810

(0.272)

1.3121

(0.242)

5.2069

(1.954)

0.9846

(0.019)

0.9465

(0.077)
-146.5

                   < 표 4> 마르코 모형 모형추정결과

 주: ( )은 표 오차이다.

  

  마르코 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각 시기에 있어   가 될 평활화 확

률(smoothed probability)인     ⋯ ⋯ 를 계산

할 수 있는데, 이 확률의 추정치가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페소를 제외하고 여타 4개국은 외환 기 이 에 비해 이후의 

  가 될 평활화 확률이 높게 추정되어 이들 동아시아 통화의 엔화에 한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 만달러  바트화의 엔화에 한 상  가치가 안정되도록 이들 국

가의  달러 환율이 변동된 시기가 상당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루피화

와 페소화는 외환 기 이후 1999-2000년에는 엔화의 향력이 컸으나 그 이

후에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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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일 평활화 확률 추정치: 외환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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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일 평활화 확률 추정치: 외환 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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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연구들  일부는 엔화가 강세일 때는 동아시아 통화가 반응하지 

않고, 엔화가 약세일 때만 동아시아 통화도 약세가 된다는 엔화가치의 변동

에 한 동아시아 통화가치의 비 칭 인 반응의 존재를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활화 확률의 추정치로 단할 수 있다. 즉   가 될 평

활화 확률의 추정치가 0.5보다 크면 그 시기에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

이 엔/달러에 의해 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시기에 엔/달러 환

율이 상승했는가와 하락했는가를 보고 비 칭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표 5> 비 칭성 분석 결과                  (단 : 개월, %) 

원 만 달러 바트 루피 페소

1990-1996 (84개월)

엔/달러 환율의 향을 받은 달 

수 
37 7 - 11 26

엔화 가치 상승 달 수 20(0.54) 3(0.43) - 6(0.54) 11(0.42)

엔화 가치 하락 달 수 17(0.46) 4(0.57) - 5(0.46) 15(0.58)

1999-2005 (84개월)

엔/달러 환율의 향을 받은 달 

수
63 62 51 28 17

엔화 가치 상승 달 수 35(0.55) 35(0.56) 26(0.51) 15(0.53) 13(0.76)

엔화 가치 하락 달 수 28(0.45) 27(0.43) 25(0.49) 13(0.47) 4(0.24)

 

  <표 5>에 비 칭성 분석결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을 지 할 수 

있다. 첫째, 페소화를 제외하고 외환 기 이 에 비해 이후에 동아시아 통화

의  달러 환율이 엔/달러에 의해 향을 받은 빈도가 크게 증가하 다. 원

화의 경우 외환 기 이 에는 84개월  37개월에 향을 받았으나, 이후에

는 84개월  63개월에 동안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 칭  

반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원화의 경우 외환 기 이

에 있어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향을 받은 63개월  55%가 엔

화가치가 상승한 기간이고 45%는 엔화가치가 하락한 시기이다. 이 게 엔화

가 약세일 뿐만 아니라 강세일 때도 동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동일한 방향으

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을 제외한 동아시아 4개국의 외환

당국자들이 특히 기 이후  엔화 환율을 일정한 범 로 유지하고자 노력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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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상태 임계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마르코 모형의 추정 결과 외환 기 이후 각국 통화의  달러환율이 두 

개의 상태를 가진다는 것을 찰하 다. 특히 이러한 상은 원, 만달러, 

바트화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제 3개의 상태를 갖는 임계 

벡터오차수정 모형(3-regime threshold VECM)을 통하여 개별통화/엔화 환

율이 일정 범  내에 있을 때와 양쪽 바깥에 있을 때, 개별통화/달러화 환율

이 실제로 어떤 조정과정을 겪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비선형  단 근 검

정과 마르코  모형의 추정결과가 시사하듯, 원화, 만달러화, 바트화, 루피

화의 경우 외환 기 이후 엔화 환율이 일정 범 내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달러 환율은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조정과정을 겪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의 동학은 개별통화의 엔 환율이 일정한 

범 에 있느냐 아니면 그 범 에서 이탈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그 범 로부

터의 이탈된 크기에 따라 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정과정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외환당국이 엔화 환율을 

일정한 범  내로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시장 참가자

들이 이러한 외환당국의 행태를 기 형성에 반 하여 주요 외환시장에서 결

정되는 엔/달러 환율 수 을 동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의 참고지표

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시장참가자들이 강하게 이

러한 기 를 가지고 외환시장에 참가한다면 동아시아 통화의 엔 환율은 

일정한 범 내에서 유지되고 이 범 를 벗어나면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이 조정되어 다시 이 범 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의 DGP(data generating process)에 이러한 

행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한센과 서(Hansen and Seo, 2002)의 

Threshold ECM(TECM)모형을 사용해서 검정할 수 있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아시아 통화의 엔 환율의 범 도 추정할 있다.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에 자연 수를 취한 것을    와    으로 나

타내고 자연 수를 취한 동아시아 통화의 엔 환율을 wt로 나타내면 

   

      9)가 된다. 외환당국의 정책  응과 시장참가자들

의 기  등으로 동아시아 통화의 엔 환율은 일정한 범 에 치하고자 하

는 힘이 작용하고, 이를 이탈하면 다시 이 범 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엔 환율인 wt는 3개의 역에서 서로 다른 동학(dynamics)을 보이

9) 동아시아 5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직 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엔화 환율은 재정환율로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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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정책당국이나 시장참가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엔 환율의 

일정한 범 가 있고 이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과 이라고 한다. 그러면 

엔화 환율이 보다 작은 경우, 과 의 사이에 있는 경우    보다 큰 

경우를 각각 상태 I, 상태 II  상태 III 이라고 할 수 있고 각 상태마다 동

아시아 통화의 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의 장기 계(long run relation)는 

상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비선형  조정과

정은 한센과 서(2002)의 Threshold ECM(TECM)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

는데 TECM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선형 오차

수정모형(ECM)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여기서          이고           이다. 즉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을 내생변수로 하고 오차수정항인 wt  는 

동아시아통화의 엔 환율이 된다. 하지만 선형 ECM은 조정벡터()가 상수

이기 때문에 의 크기에 따라 조정속도가 달라지는 비선형 조정과정을 설

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이 형성하는 장기균형 계와 의 비선형  조정과정을 

결합하기 해 Threshold 벡터오차수정모형(TECM)을 사용할 수 있다. 

     

       
 



      ≤ 

     
 



     ≤   ≤ 

    
 



     ≤    

     (7)

여기서 세 개의 상태 i=1,2,3  에 하여 는 (2×1)의 상수벡터이고, 는 

(2×1)의 조정계수벡터이며 는 (2×2)의 계수행렬이다. 는 (2×1)의 오차벡

터이고         이다. 1(‧)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동아시아통

화의 엔 환율 wt-1의 크기에 따라 3개의 상태를 결정하며, Threshold 모수

인 과 는 동아시아통화의 엔 환율의 하한과 상한을 나타낸다. 각 상태

에 따라 조정속도가 상이하므로 조정벡터  , 와 의 크기는 다르게 결

정된다. 조정벡터의 크기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면 동아시아통화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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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환율  엔/달러 환율이 에 반응을 하지 않아 동아시아통화의 엔 

환율은 과 의 범 의 값을 상당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벡

터의 값이 유의 으로 0이 아니면 동아시아통화의 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은 동아시아통화의 엔 환율인 에 향을 받게 된다.

동아시아통화의 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동 계에서 Threshold 효

과가 존재하는가의 검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로 모수벡터를  정의하면, TECM은 다음과 같이 표

시할 수 있다.

        ≤          ≤        ≥      (8)

여기에서          ⋯     이다. 식 (8)은 식 (9)로 변환할 수 있

다.

                    ≤        ≥     (9)

  

여기에서        ⋯    ,     이고       이다. 따라서 

Threshold 효과의 존재는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된다.

                         ：      vs.    ≠      

  여기에서       이다. 귀무가설 하에서는 3개의 상태에 한 모수벡

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TECM모형은 통 인 선형 ECM과 같다. 그러나 귀

무가설이 기각되면 3개의 상태에 하여 조정계수를 비롯한 모수벡터가 다

르며 균형조정은 비선형성을 갖는다.

Threshold의 모수     을 고정시키면, TECM은 선형회귀식으로 추정

할 수 있고 Threshold 효과의 존재에 한 검정은 다음의 LM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10)

앤드류와 로버거(Andrews and Ploberger, 1994)에서 지 한 것처럼, 

Threshold 모수 는 귀무가설에서는 식별(identified)되지 않으며, 그 결과 표

인 분포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앤드류와 로버거(1994)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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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검정통계량인 SupLM  을 사용할 수 있다.

                       ∊×     (11)

여기서       이고 과 는   ≤    와   ≤         를 만

족한다. 한센과 서(2002)가 보여  것처럼, SupLM 검정통계량은 표 인 

근분포(standard asymptotic distribution)를 따르지 않지만 bootstrap 

p-value를 구하여 가설을 검정할 수 있으며 그 값이 일정 유의수 보다 작

으면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TECM모형을 추정하기 해서    에 한 grid search를 하는데, 일

단    의 값이 고정되면 TECM 모형은 모수에 해서 선형이 되어 최

우추정량(MLE)은 최소자승추정량(LS estimator)이 된다.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식에 한 연차  방법(sequential method of linear regression)으로 

TECM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 ×  ℒ    

여기서 ℒ 




    이고 는 식 (8)

의 이다. 

   TECM모형을 사용하기 해서는 련 변수들 간에 장기 계인 공 분

계가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5개국의 달러 환율과 엔/달

러 환율간의 공 분 존재여부는 요한센(Johansen, 1991)의 검정법으로 검정

하 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귀무가설은 공 분 계가 없

고 립가설은 공 분 계가 1개 있다는 것인데, 외환 기 이 에는 바트, 

페소  원화의 경우에 공 분 계가 존재하 고 외환 기 이후에는 페소화

를 제외한 4개국의 경우에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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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shold의  수= 0 ,   threshold의  수= 2

한국 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1990.1-1996.12

SupLM 25.127 22.790 22.690 27.165 27.047

5% 임계치 28.438 29.137 28.231 28.765 28.745

bootstrap p-값 0.229 0.423 0.432 0.102 0.061

1999.1-2005.12

SupLM 31.391 22.515 25.958 21.484 27.329

5% 임계치 29.471 22.387 29.549 29.353 29.567

bootstrap p-값 0.022 0.045 0.236 0.629 0.122

                      <표 6> 공 분 검정결과

1990.1-1996.12 1999.1-2005.12

바트/달러와 엔/달러
18.1310*

(0.019)

19.0320*

(0.014)

루피/달러와 엔/달러
9.2389

(0.343)

16.6727*

(0.033)

페소/달러와 엔/달러
15.7697*

(0.045)

10.5742

(0.239)

만달러/달러와 엔/달러
9.0589

(0.360)

15.6134*

(0.049)

원/달러와 엔/달러
15.7624*

(0.045)

17.6239*

(0.023)

주: 검정통계량은 Johansen의 Trace 통계량, 시차는 AIC를 사용해서 선택, ( )은 p-값을 나

타낸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통화의 달러 환율이 동아시아 통화의 엔환율을 

일정한 범 로 유지시키도록 비선형 으로 조정되는가의 여부를 SupLM 검

정법으로 검정하 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ECM 추정시 

시차는 AIC로 선택하여 사용하 는데 시차는 1 는 2가 선택되었다. 

SupLM 검정통계량 값과 1,000번의 반복시행으로 구한 bootstrap p-value로 

볼 때 5%의 유의수 에서 외환 기 이 에는 5개국 통화 모두에서 비선형

인 조정과정을 발견하지 못하 다. 하지만 외환 기 이후에는 한국과 만의 

경우에 달러 환율이 엔화 환율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 으로 조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표 7> Threshold 존재에 한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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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만에 3개의 상태(regime)를 갖는 TECM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각각 <표 8>와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Threshold 모수 과 는 각각 2.2994와 2.3543으로 추정되어 자연 수를 제

거하면 원/엔 환율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9.9681와 10.5307로 추정되었

다. 즉 외환 기 이후인 1999-2005년 사이에 한국의 외환당국이나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하다고 생각한 원/엔 환율이 9.9681에서 10.5307의 범 로 추

정된 것이다. 원/엔 환율이 하 역인 상태 I에 머무를 확률은 30%, 간

역인 상태 II에 머무를 확률은 38%, 그리고 상 역인 상태 III에 머무를 확

률은 32%로 추정되고 있다. 

   원/엔 환율에 한 원/달러 환율의 조정계수인 는 상태 I에서 -0.0398로 

추정되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원/엔 환율에 한 엔/달러 환율의 조

정계수는 -0.2374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따라서 원화가 엔화에 해서 

강세의 역인 상태 I에서는 원/엔 환율이 상승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10) 원/엔 환율이 간 역인 과 의 사이에 있을 경우, 

즉 상태 II에서는 원/엔 환율이 바람직한 수 을 유지하기 때문에 원/달러   

       

<표 8>  Threshold ECM 모형의 추정결과: 원화

하 역(30% 측치) 간 역(38% 측치) 상 (32% 측치)

          

원/달러 엔/달러 원/달러 엔/달러 원/달러 엔/달러

상수
0.0959

(0.170)

0.5348

(0.278)

-0.0809

(0.447)

0.0705

(0.565)

1.0037

(0.261)

0.1494

(0.419)


-0.0398

(0.017)

-0.2374

(0.122)

0.0319

(0.191)

-0.0313

(0.242)

-0.4211

(0.109)

-0.0592

(0.176)

(원/달러)-1

0.8575

(0.313)

-0.1292

(0.474)

0.1283

(0.148)

-0.0516

(0.224)

0.3183

(0.232)

-0.3611

(0.266)

(엔/달러)-1

-0.6142

(0.204)

0.2271

(0.384)

0.1147

(0.152)

0.1021

(0.287)

-0.1389

(0.116)

0.5123

(0.202)

-로그 우도값   -601.64                    

주: ( )은 표 오차임.

10) 원/엔 환율이 일정 범  에 있을 때 즉 원화가 고평가 되어 있을 때 추정결과에 따르면 원/달러가 상승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엔/달러가 원/달러보다 더욱 빠르게 하락함으로써 

원/엔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엔/달러가 원/엔 환율에 향을 받아서 조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이 추정 모형에서는 거시경제 체 으로 조정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추정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인과 계로서 해석하기보다는 원/엔이 일정 범  에 있을 때에는 통계 으로 엔/달러가 원/달러보다 

더욱 빨리 하락하여 원/엔이 상승한 것으로 환율이 작동하 다고 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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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조정되지 않는다. 이는 상태 II에서의 균형조정계수인 의 추정치가 

원/달러 환율의 경우 -0.0809이고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엔 환율이 상 역인 상태 III에서는 원화가 엔화에 해서 평

가되어 있는 상태로서, 원/달러 환율의 조정계수 가 -0.4211으로 추정되었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한편 엔/달러의 조정계수는 유의하지 않다는 

에서 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다. 따라서 원화가 평가되어 있을 때

에는 원/달러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원/엔 환율이 다

시 밴드내로 들어오게 되는 조정이 발생하 다. 단순하게 상   하 역

에서의 조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상 역일 때 즉 원화가 평가되어 

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의 경우 TECM의 추정결과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threshold 모

수인 는  과 는 각각 -1.292와 -1.213으로 추정되어서 만달러/엔 환율

로 나타내면 0.2747과 0.2973으로 추정되었다. 만달러/엔 환율이 상태 I에 

머무를 확률은 17%, 상태 II에 머무를 확률은 58%, 그리고 상태 III에 머무

를 확률은 24%로 추정되고 있다. 

만달러/엔 환율에 한 만달러/달러 환율의 조정계수인 는 하 역

인 상태 I에서 0.5269이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한편 만달러/

엔 환율에 한 엔/달러 환율의 조정계수도 0.8990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 음(-)이기 때문에 조정계수가 양(+)으로 추정되었지만 조정방식

은 이 경우에도 원화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 9>   Threshold ECM 모형의 추정결과: 만 달러화

하 역(17% 측치) 간 역(58% 측치) 상 (24% 측치)

            

만/달러 엔/달러 만/달러 엔/달러 만/달러 엔/달러

상수
0.6938

(0.190)

1.1708

(0.373)

0.0239

(0.107)

0.3478

(0.248)

-0.1951

(0.127)

-0.0513

(0.223)


0.5269

(0.145)

0.8990

(0.284)

0.0168

(0.096)

0.2764

(0.200)

-0.1616

(0.082)

-0.0398

(0.189)

( 만달러/

  달러)-1

2.0437

(0.252)

1.2415

(0.529)

0.2549

(0.108)

0.0248

(0.262)

0.4127

(0.182)

-0.5423

(0.344)

(엔/달러)-1

-0.1925

(0.058)

0.5260

(0.215)

-0.0806

(0.066)

0.2931

(0.166)

-0.0821

(0.120)

0.0061

(0.150)

-로그 우도값 -638.09

주: ( )은 표 오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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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달러화가 엔화에 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 I에서는 만달러/달러 

환율이 하락하지만 엔/달러화가 더욱 빨리 하락하여 만달러/엔은 상승하는 

것이다. 상태 II에서의 균형조정계수인 의 추정치가 만달러/달러 환율의 

경우 0.0168로서 상태 I과 III의 경우에 비해 히 낮고 유의 이지 않게 

추정되어, 만달러/엔 환율이 바람직한 범 에 있는 상태 II에서는 만달러

/엔 환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만달러/엔 환율이 보다 큰 상태 III에서는 만달러화가 엔화에 

해서 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달러/달러 환율의 조정계수 가 

-0.1616으로 추정되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반면 엔/달러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정된 조정계수에 따르면 만달러가 엔화에 해

서 평가되어 있는 상태 III에서는 만달러화가 달러화에 해서 가치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밴드 아래인 경우 밴드로의 회귀 

경향이 찰되지만 밴드의 인 경우에는 밴드로의 회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계수의 크기는 하 역일 때에 비

해 훨씬 작다는 에서 평가 상태일 때 평가 정도가 과도하게 강화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외환 기 이후 2005년까지의 기간을 상으로 동아시아 변동

환율제 통화의 엔화에 한 동조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증 분석하 다. 특

히 개별통화의 엔화 환율이 비선형  동조성을 보일 가능성에 해서 여

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종합 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비선

형  동조화의 경향이 뚜렷이 찰되면서도 국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을 

발견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시장신축성 지수와 Frankel and Wei(1994) 회귀식 추정에 따르

면 달러 환율의 신축성 지수가 모두 증가하고, 달러와의 동조성을 나타내

는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 다. 한편 엔화 

신축성의 경우 한국, 만, 태국의 신축성 지수가 하락하 고 엔화와의 동조

성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5개국 모두에서 크게 상승하 다. 이는 

외환 기 이후 동아시아 5개국의 통화가치 결정에서 미국 달러화와의 동조

성이 감소하고 엔화와의 동조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선형  단 근 검정과 비선형  단 근 검정을 추가 으로 시행해 본 결과 

외환 기 이후 각국 통화의 엔화 환율은 비선형  평균 회귀를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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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즉 엔화와의 동조성이 커졌으나 엔화 환율을 일정한 수

에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일정한 범 내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찰된 것이다.

   둘째, 마르코  모형과 3 상태 TECM  모형의 추정결과도 비선형  단

근 검정의 결과와 같이 엔화와의 동조성이 비선형 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

고 있다. 마르코  모형의 추정결과 외환 기 이후에는 엔/달러화의 동조성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5개국 모두 양의 부호를 보이고 페소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 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원화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약 7배 

이상 증가하여 외환 기 이후 원화가치 결정에서 엔화가치의 요성이 크게 

확 되었음을 나타낸다. 평활화 확률의 추정치로 볼 때, 엔화가 강세일 때는 

동아시아 통화가 반응하지 않고, 엔화가 약세일 때만 동아시아 통화도 약세

가 된다는 엔화가치의 변동에 한 동아시아 통화가치의 비 칭 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칭성을 보인다는 것은 밴드에서 벗어날 경우 밴드로 

다시 회귀하려는 경향이 발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3-regime TECM  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국과 만의 경우 외

환 기 이후 엔화 환율이 일정한 범 내에 있는 경우 환율은 유의한 조정

을 받지 않았으나 일정한 범 를 벗어날 경우 개별통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의 조정이 동시에 작동하여 개별통화/엔화 환율이 다시 일정 범  내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실증분석의 결과로 볼 때 외환 기 이후 동아시아 5개국의 

통화가치의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원화  만

달러화의 가치결정에서 엔화와의 동조성이 증가하고, 특히 엔화 환율이 일

정 범  내에서 유지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 다. 둘째,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화의 경우에는 엔화와의 비선형  동조성이 찰되었지만 

환율 조정과정에 한 유의한 결과를 찾지는 못하 다. 셋째, 페소화 가치결

정에서는 신축성이 증 되었고 달러와의 동조성이 여 히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환 기 이후 동아시아 통화가치 결정에서 엔화와의 동조성

이 증 된 것을 확인하 지만 이것이 진정한 엔-블럭의 형성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이미 오래 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경

제의 향력 증 와 함께 엔화의 향력의 증 , 엔-블럭의 존재를 규명하려

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표 으로 랑 (Frankel, 1993)은 경제블럭

(economic bloc)을 ‘여타국에 비해 무역이나 융 계가 집 되는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내리고, 일본이 외원조, FDI  다른 형태의 융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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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주변국가에 해서 향력을 행사한다고 하

다. 그러나 한국이나 만이 자국통화의 엔화 환율을 안정 으로 유지하고

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수출경합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이유가 클 수 있다는 에서 진정한 엔-블록의 형성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2005년까지의 환율추이에 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원화의 

경우 2005년 부터, 태국 바트화의 경우에는 2006년 부터 엔화 환율이 

에 띄게 하락하여 엔화에 해 탈동조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진단

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새로운 동조화 수 을 찾는 과정

인지, 완 히 탈동조화 된 것인지 단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직 으로

는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흑자 기조로 원화강세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는데, 2005년 부터 외환당국이 개입 강도를 낮추고 이를 감지한 시장 참

가자들도 원/엔의 일정수 에서의 유지에 한 기 를 버리게 되면서 원/달

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미국

이 국을 견제하기 해서 2006년부터 일본의 엔화의 가치 상 압력은 완

화하면서 국의 완화에 한 상을 요구하는 것도 엔화 동조화의 약화

의 원인이라고 하고 일부 학자들이 지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환 기 이후 동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학에 한 분석의 을 

맞추었기 때문에 동조성과 탈동조화를 야기하는 경제  원인에 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기 경제변수와의 련성  탈동조화에 해서는 다음 연구에

서 다루기로 한다11). 

참고문헌

김정식(2001), “원/달러 환율변동성의 원인에 한 연구: 외환, 화폐  주식

시장의 이를 심으로,” 『경제분석』, 한국은행 제7권 1호, 한국은행.

이근 (2000),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간의 상 계 분석”, 『국제경제

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6권 제3호.

이연호, 고정택(2003), 원/달러 환율의 엔/달러 환율에 한 동조화, 한국경제

의 분석 제9권.

정재식․장 민(2000), “외환 기를 후한 원/달라, 엔/달러 상호 계분석”, 

11) 본 연구에서 마르코르 모형으로 구한 동조화의 확률인 평활화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엔동조화 심화의 원인

으로 추측되는 일본과의 수출경합도,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에 한 포트폴리오 투자  FDI 투자 등을 설명

변수로 하여 패 회귀식을 추정하면 엔동조화를 진하는 경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련데

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 31 -

외경제정책연구원.

Andrews, D.W. K., and Ploberger, W. (1994), “Optimal Tests When a 

Nuisance Parameter Is Present Only Under the Alternative,” 

Econometrica, 62.

Baig, Taimur, 2001, "Characterizing Exchange Rate Regimes in 

Post-Crisis East Asia", IMF Working Paper 01/125.

Bayoumi, Tamim and Barry Eichengreen, 1998,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intervention: implications of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

Bowman, Chakriya, 2005, "Yen bloc or koala bloc? Currency relationships 

after the East Asian crisi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7.

Calvo, Guilermo and Carmen Reinhart, 2002, "Fear of Float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Calvoli, Tony and Ramkishen S. Rajan, 2005, "Have Exchange Rate 

Regimes in Asia become More Flexible Post crisis? Revisiting the 

Evidence", SCAPE Working Paper Series No. 2005/1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rankel, Jeffrey A.(1993), “Is Japan Creating a Yen Bloc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Frankel and Kahler eds. Regionalism and Rival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cific Asia, Chicago: Univresity of 

Chicago Press. 

Frankel, Jeffrey A. and Shang-Jin Wei(1994), "Yen Bloc or Dollar Bloc?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in Takatoshi 

Ito and Anne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Glick, R. and C. Wihlborg, 1997, "Exchange rate regim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Cohen, B. (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New 

Frontiers for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sen, B. E. and B. H. Seo, 2002, "Testing for two-regime threshold 

cointegration in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110.

Hernandez, Leonardo and Peter J. Montiel, 2003 "Post-Crisis Exchange 

Rate Policy in Five Asian Countries: Filling in the 'Hollow 

Middle'?",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17.



- 32 -

Kearney, Colm, and Cal Muckley, 2007, "Is  North and Southeast Asia 

Becoming a Yen Blocks?",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forthcoming.

Levy-Yeyati, Ecuardo and Federico Sturzenegger, 2003, " Classifying 

Exchange Rate Regimes: Deeds vs. Words", European Economic 

Review, 49.

McKinnon R. and G. Schnabl(2004), "The East Asian Dollar Standard, 

Fear of Floating and Original Sin",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8(3).

Mussa, Michael, et al. 2000, "Exchange Rate Regimes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World Economy", IMF Occasional Paper, No. 19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Ogawa, Eiji, and Doo Yong Yang, 2006, "The dilemma of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forthcoming.

Park, J.Y. and M. Shintani, 2005, “Testing for a unit root against smooth 

transition autogressive models”, Working Paper No. 05-W10, 

Vanderbilt University.

Kim Jae-young, Kim Woong Yong, and Wang Yun Jong(2003),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in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Edited by Oh Yonghyup, 

Yoon Doek Ryong, Willett, Thomas D.), KIEP. Cpnference 

Proceedings, 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