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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Stock and Watson(1989)의 연구 이후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장기 실물경제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는 1996년 이후 장단기 금리스

프레드의 월별 변동치를 경기선행종합지수(Index of the Leading Indicators) 구성

항목에 포함하여 경기 예측 시 중요한 정보 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2006년 2월의 경기종합지수 7차 개편이후 장단기 금리 격차를 경기선행지수 

구성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 probit

모형, VAR모형을 통한 충격반응함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은 콜금리, 물가지수, 통화량 등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비

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자료에서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

력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전 자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금리

스프레드에서 기간 프리미엄을 추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추

세가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간 프리미

엄의 감소추세가 그치면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간 프리미엄, 금리스프레드 그리고 미래 실물경제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히

는 것은 추가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핵심단어: 장단기금리스프레드, 경기 예측

1. 서 론

장래의 실물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은 기업이나 투자자 등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

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장래 실물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력(predictive power)이 있는 정보 지표의 발견과 활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Stock and Watson(1989)의 연구 이후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장

기 실물경제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이 예상되면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축소되며,  심할 경우는 역전 현상(yield curve inversion)이 나

타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 이후 2001년까지 단기 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역전현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가 10차례 발생하였는데 대체로 1년 이

내에 경기 침체를 수반하여1)  금리스프레드의 경기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5년 12월 하순부터 장기채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채를 

대표하는 2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보다 낮아진 현상이 2006년 들어서도 지속되자 

이것이 향후 경기 침체의 발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행성과 신뢰성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는 1996년 이후 장단기 금리스

프레드의 월별 변동치를 경기선행종합지수(Index of the Leading Indicators) 구성

항목2)에 포함하여 경기 예측 시 중요한 정보 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 이대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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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2006년 2월의 경기종합지수 7차 개편이후 장단기 금리 격차를 경기선행지

수 구성항목3)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

표제 도입을 계기로 종전의 통화량중시에서 금리 중시로 통화정책운영체계가 변경

되었다. 게다가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 금융시장의 발달 등으로 장단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국채선물시장 도입(1999), 채권시가평가

의 전면 시행(2000년) 등을 통해 채권시장의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금리 스프레드로 나타나는 금리기간구조가 정상화되어 장래 실물경제 활동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정보 지표의 하나로서 금리 스프레드의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미래 경기에 대

한 예측력을 살펴보고, 나아가 기간프리미엄의 변화와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

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하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3

장에서는 국내의 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며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과 사용

될 데이터를 설명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행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할 것이다. 

2. 기존의 연구

 (1) 외국의 기존 연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검

증은 새로운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려고 시도한 Stock and Watson(1989)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55개의 거시경제 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7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조합을 만든 후 각각에 대해 경기 선행변수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 두 가지의 금리 스프레드(10년 국채 수익률 - 1년 국채 수익률, 6개

월 CP 수익률- 6개월 재무성 증권 수익률)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금리 스프레드와 경제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의 자극제가 되었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첫째 방법은 GDP 증가율을 종속 변수로 하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설명 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을 행하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GDP 증가율을 얼마나 설명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GDP 증가율 대신에 산업생산 증가율,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과 같은 실물 경제 지표가 사용하기도 하나, GDP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설명변수로 사용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시차변수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한 후, 몇 분기 또는 몇 개월 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미래 GDP 증

가율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를 살펴보게 된다. 한편 예측 정확성을 제고시키

기 위하여 설명 변수에 단기 금리(federal fund rate)나 주가지수 등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 (10년 T-Bond 수익률 - 3개월 T-Bill 수익률)로 정의된 

2) 제조업주평균금로시간, 주평균신규실업수당 신청수, 소비재 및 원재료 신규수주, 상품인도지연 확산지수, 자본

재 신규 수주, 개인주택허가건수, 주가지수(S&P500), 총통화(M2), 장단기금리차, 소비자기대지수,

3)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제조업), 소비자기대지수, 국내기계수주액(선박제외, 실질), 자본재 수입액(실질), 

건설수주액(실질), 종합주가지수(월평균), 금융기관유동성(Lf, 말잔, 실질), 장단기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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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미래의 성장률이나 경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법은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불황기를 1, 호황기를 0으로 하는 종속변수

에 대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Probit 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제시하는 미래에 불황이 닥

칠 확률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시

차를 두고 추정함으로써 몇 분기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을 정

확히 예측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뤄 졌다.

Estrella and Hardouvelis(1991), Plosser and Rouwenhorst(1994), Estrella 

and Mishkin(1996), Bernard and Gerlach(1996), Harvey(1997), Bonser-Neal과 

Morley(1997), Kozicki(1997), Estrella and Mishkin(1997), Hirata and 

Ueda(1998), Wright(2006)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금리 스프레드 또는 수익률 곡

선의 실물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검증한 것이다. Hamilton and 

Kim(2000)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장단기 금리 스

프레드의 변화를 현재 및 미래 단기금리의 변화에 의한 부분(기대 효과)과 기간 프

리미엄(term premium)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년 후의 GDP증가율을 예측하는데 있어 기간 프리미엄 보

다는 미래 단기금리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였다. 부(-)의 금리 

스프레드가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낮은 금리 스프레드는 미

래 단기금리의 하락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 경기에 대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예측력이 80년대까지는 높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크게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Haubrich and 
Dombrosky(1996)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장래 경제활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지
표(predictor)이나 그 예측 콘텐트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밝혔다. 즉, 장단기 금
리 스프레드는 1985~1995년 사이에는 양호한 예측 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기술진보나 새로운 생산 공정, 시장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시
장 반응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실물 경제활동간의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Dotsey(1998) 역시 미국의 경우 장단기 금리 스프레
드가 4분기 후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데 훌륭한 선행지수이나, 예측력은 시간에 따
라 변화되었으며 1985~1995 년 기간 중에 잘못된 신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 
등 예측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경
기예측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미래의 경제성장 또는 경기

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변수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 

유용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불황기 이전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

전되지 않거나 불황도래 확률이 50%에 못 미쳐 경기불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

던 경우에라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전에 비해 축소되고 불황도래 확률이 높

아지는 등의 경향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변화를 통

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래 경기의 상승, 하강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

다고 생각한다.

 (2) 국내의 기존 연구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스프레드 또는 수익률 곡선의 실물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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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채권시장이 발전되지 

못하고 금리자유화가 추진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금리 스프레

드가 통화정책 또는 경제활동과 괴리된 단순한 장단기 금리간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리 자유화가 추진되어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제고되고 채권 시장의 제도가 정비됨과 더불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리 스프레드의 정보 변수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정근(1997)은 우리나라 금리 스프레드의 통화정책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을 실

증 분석하였다. 그는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에 월별 산업생산지수, 분기

별 실질 GDP 증가율, 분기별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 분기별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사용하였고 금리스프레드로는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1년 

만기 금융채 수익률(93년 12월~97년 5월),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 수익률-1

년 만기 통안증권 수익률(93년 12월~97년 5월) 및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1일물 

콜금리(월평균)(93년 1월~97년 5월)를 사용하였다. 그는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1년 만기 금융채 수익률,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1년 만기 통안

증권 수익률간의 스프레드는 미래의 실물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유의한 

예측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실물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결과를 통화 정책 수립시에 반영하거나 금리 스프레드의 조절을 통하여 통화정

책이 미래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용과 진강(1999)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통화정책의 정보변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들은 금리 스프레드를 정보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 되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반영 여부,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력

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

화정책의지가 잘 반영된 단기금리가 포함된 스프레드일수록 실물경제에 대한 설명

력이 높게 나타나, 정책적 요인, 즉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스프레드의 변동과 

실물 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물경제에 대한 

예측력의 측면에서도 방향성과 유의성 면에서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로 

1년 반 정도 후의 실물경제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동 

예측력은 통화정책 이외에 경제활동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은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2년 이후에 유의하였다.  

이창선(2001)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을 Probit 모형을 통

해 실증 분석한 결과 신용스프레드의 경기 예측력은 낮았으나 장단기 금리 스프레

드는 비교적 높은 경기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미국은 대

체로 불황기의 3~9개월 이전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나타내주는 불황도래 확률이 

50%를 넘어서 경기 불황 도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경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항상 높은 것은 아니며 90년대에는 

80년대에 비해 예측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9개월 전의 장

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경

기예측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5년 만기 국민

주택채권 수익률로 정의된 신용 스프레드는 경기 예측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지호준.박상규(2002)는 1991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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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가 경기 변동에 대해 어떠한 

예측력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금리 스프레드와 경기변동에 대한 불황 확률

을 확인하기 위하여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불황확률을 추정하였는데 5년 만기 1

종 국민주택채권수익률-1년만기 통안증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기 변동 예측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스프레드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였다. 한편 금리스프레드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하여 Granger 인과관

계 검정을 시도한 결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경기 변동에 대하여 유의적인 선행

결합관계를 보여 경기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신용 

스프레드는 경기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결합관계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장민과 임진(2002)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리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금리기간구

조의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스프레드 변화의 인플레이션 예측력 정

도를 나타내는 추정계수의 값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리 스프레드의 변화로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

정계수의 크기도 크게 나타나 정보 변수로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금리 

스프레드가 경기 변동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를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시작한 경기하강

에 대한 예측 확률은 60~70%를 보이고 있어 미래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력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경기하강 예측확률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나 외환위기 이후 정상적인 금리기간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기간구조의 미래 실물경제활동에 대한 예측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축소가 향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장기 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는 주장, 즉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경기 선행성’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변화가 리스크 프

리미엄에 의해 얼마나 영향 받았는지 연구한 결과도 있다. 이대기(2007)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등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발생

한 형태(bear flattening)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현상

이 대체로 경기 침체기 등에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여 발

생한 bull flattening 형태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bull 

flattening은 경기 침체를 수반할 수도 있으나 bear flattening은 경기 선행성이 약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단기금리 스프레드의 경기 선행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 추이

 (1) 외환위기 이전의 금리 스프레드 추이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4단계의 금리 자유화가 시행

되어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제고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

기 이전에는 경기 국면이나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금리스프레드가 음의 값을 나

타내어 정상적인 금리기간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기 채권에 대한 수

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여건에서 장단기금리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장단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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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의 분할 등으로 개별 금융시장 자체적인 자금 수급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으로 운

용됨으로써 금리 파급경로가 확립되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 

그 밖에 국채의 강제 소화방식이나 회사채발행 물량의 사전 조정과 같은 제도적 요

인도 장단기 금리의 왜곡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5)

다음 <그림 2-1>에서 보듯이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사태 직전까지 국고채 5

년과 국고채 3년을 장기 채권으로 한 단기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대부분 음(-)의 영

역에 머물렀다. 1995~1996년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8.1%에 이르고 소비

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경기 국면

보다는 금융시장 내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고채

와 CD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크게 역전된 것도 당시의 금융관행의 결과라고 보여 진

다. 즉, 은행이 시중실세금리 이하로 대출기업에게 양건 예금의 형태로 판매하는 관

행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이를 구입하는 즉시 유통시장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함

에 따라 CD 유통수익률이 장기채권 유통수익률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계속 되

었던 것이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추이: 1995.5~2007.12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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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9 9 5 / 0 5 1 9 9 7 / 1 1 2 0 0 0 / 0 5 2 0 0 2 / 1 1 2 0 0 5 / 0 5 2 0 0 7 / 1 1

국 고 5년 -통 안 1년

국 고 3년 -통 안 1년

국 고 5년 -CD( 3M)

국 고 3년 -CD( 3M)

자료: 한국은행

(2) 외환위기이후의 금리 스프레드 추이  

  외환위기 이에 비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국면별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

하여 수익률 곡선이 거시 경제 여건과 관계 없이 우하향 현상이 소멸되고 금리기간

구조가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표 2-1>은 외환위기 전후의 장단기금리 간

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금리 간 상관관계가 외환위기 이전

4) 장민.임진(2002)

5) 채권 발행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채는 국채인수단에서 발행물량을 전액 인수

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는 기채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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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1일물)

CD

(91일)

통안증권

(1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콜금리(1일물) 1 0.93 0.84 0.79 0.74

CD(91일) 0.80 1 0.97 0.95 0.92
통안증권(1년) 0.46 0.87 1 0.99 0.97
국고채(3년) 0.21 0.68 0.89 1 0.99
국고채(5년) 0.36 0.77 0.93 0.96 1

spread1 spread2 spread3 spread4 spread5 spread6
spread1 1 0.91 0.80 0.98 0.86 0.65
spread2 0.81 1 0.92 0.85 0.94 0.77
spread3 0.37 0.60 1 0.71 0.79 0.80
spread4 0.99 0.77 0.34 1 0.87 0.67
spread5 0.88 0.96 0.54 0.88 1 0.84
spread6 0.62 0.60 0.75 0.67 0.74 1

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2>는 외환위기 전후의 금리스프레드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는 상관계수가 커져 장단기 금리 간 

동행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금리기간구조가 정상

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계기로 통화정

책운영체제가 통화량중시에서 금리중시로 전환된 데다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로 금

리의 가격기능이 제고되고 투자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크게 증대된데 기인 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달 등으로 장단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금

리 재정거래가 활발해지고 채권시가평가제도, 국채선물시장 도입 등을 통해 기관투

자자들의 채권 매매 행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표 2-1> 장단기 금리간 상관계수

주: 대각선 좌측하단은 외환위기 이전(1995.5~1997.11), 우측 상단은 외환위기

(1998.7~2007.12)이후를 나타내며 1997.12~1998.6은 제외되었음.

<표 2-2> 금리 스프레드간 상관계수 

주: 대각선 좌측하단은 외환위기 이전(1995.5~1997.11), 우측 상단은 외환위기 이후

(1998.7~2007.12)를 나타냄. 각 spread는 spread1(국고채5년-콜), spread2(국고채5년

-CD91일), spread3(국고채5년-통안채1년), spread4(국고채3년-콜), spread5(국고채3년

-CD91일), spread6(국고채3년-통안채1년)임. 

<그림 2-2>에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고채와 1년 통안채의 스프레드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경기하강국면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급속히 축소되어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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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4. 연구의 모형과 자료

(1) 연구의 모형

  Estrella and Hardouvelis(1991)가 제시한 선형회귀방정식과 프로빗(probit)모형

을 이용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래 실물경제의 변화

를 금리스프레드가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회귀방정식을 먼저 추

정하였다.6) 경기동행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6개 금리 스프레드를 각각 

사용하여 다양한 예측시계에서 동행지수의 누적변동(cumulative change)과 한계변

동(marginal change)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의 설명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누적변동:                ......................... (1)

한계변동:                      ....(2)

   또한, 금리스프레드 이외에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을 설명변수로 추가

하여 금리스프레드 계수 추정 값과 경기예측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은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해 금리 스프레드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미래에 불황이 도래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 (3)

  P는 주어진 금리스프레드에서 불황이 올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고, F는 표준누적

정규분포함수이다. 이는 일반적인 프로빗모형으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6) 예측오차의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화모멘트법(GMM)의 일종인 Newey and 

West(1987) 추정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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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의 값을 최대화하는 와 를 추정하고 모형의 설명력은   7) 값을 비

교한다. 설명변수로 금리스프레드 이외에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을 추가하

여 모형의 적합도 및 계수의 유의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예측력이 가장 향상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 금리스프레드, 경기동행지수,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통

화량(M2)으로 VAR(Vector Autoregression)모형을 구성하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

분해를 이용하여 모형 내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Hamilton and Kim(2000)8)의 연구처럼 금리 스프레드를 미래의 예측단기

금리와 현재 단기금리의 차이 부분과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부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금리스프레드는 식(5)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5)

  
, 

은 각각 t기의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이고, 는 t기의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을 의미한다. 즉,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에 대해 우변의 두 항

을 이용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이를 각각 기대효과(expectation 

effect)와 기간프리미엄효과(term premium effect)라 하자. 각 부분이 경기예측력

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6)의 SPREAD 항에 식(5)의  우변을 대

입하고, 


 

 

  
    

 을   으로 두면 식(7)과 같은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


                                 ..........................(6)


     

 
 

 

  
  

   
  
 
 

 

  
    ........................(7)

                         

7) 

  ,  :무제약식의 로그우도값, :제약식의 로그우도값

8) Hamilton and Kim(2000)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경제활동 예측력을 스프레드가 갖는 속성에 비추어 이자

율 예상 변동으로 인한 기여와 기간구조에 의한 기여로 분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장

단기 금리의 역전 또는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미래 단기금리의 하락에 대한 예상(단순한 기대가설)과 장기채 

보유에 따른 예측 가능한 초과 수익 변동(기간 프리미엄)에 의한 경기 예측력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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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스프레드 내       용

SPREAD1 국고채(5년) - 통안증권(1년)

  끝으로 금리스프레드에서 기간프리미엄을 분리하기 위해 선도금리(forward rate)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리스크 프리미엄가설에 따르면 장기금리가 현재의 단기

금리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기금리의 평균치에 잔존만기별 리스크프

리미엄을 더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리스크프리미엄은 유동성에 제약을 포함한 개념

으로 앞의 모형에서의 기간프리미엄에 대응된다. 만기가 길수록 이에 상응하는 프

리미엄을 투자자들에게 보장하여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8)

   , 은 각각 현재 m기, n기의 현물금리(spot rate)이고 은 만기 n년인 

장기채권의 만기 m년인 단기 채권에 대한 상대적 프리미엄이다. 는 m년후 

(n-m)년 기간에 해당하는 선도금리이다.

  식(5)로부터       을 얻을 수 있고, 식(8)에서 장․단기금리를 

이용해 선도금리(forward rate)를 구할 수 있다. 미래의 현물금리만 알아낸다면 그 

결과를 위의 관계식에 적용해 선도금리로부터 기간프리미엄을 구할 수 있다. 이대

기(2007)는 미래현물금리에 대한 추정치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가 

합리적 기대가설을 이용하여 시장참가자들의 미래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미래에 실

현될 현물금리의 최적 예측치로 보는 방법으로 실현된 현물금리를 미래현물금리의 

대용변수로 사용한다. 즉,        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서베이 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 증권사들의 월중 금리전망 평균치를 기대금리로 

사용한다. 세 번째 방법은 국채선물금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선물금리에는 미래현물

금리에 대한 기댓값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추정결과 세 가지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방법론에 따른 오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첫 번째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2)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1995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평균 금리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장기금리로는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를 사용하였으며, 단기금리로는 

콜금리, CD금리(91일), 통화안정증권(1년)을 사용하여 금리 스프레드를 구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금리스프레드는 아래와 같다.

  <표 3-1> 금리스프레드의 구성



- 13 -

SPREAD2 국고채(5년) - CD금리(91일)
SPREAD3 국고채(5년) - 콜금리

SPREAD4 국고채(3년) - 통안증권(1년)
SPREAD5 국고채(3년) - CD금리(91일)
SPREAD6 국고채(3년) - 콜금리

 주: 기간(1995.5 ~ 2007.12, 월별)

  실물경제지표로는 월별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나타

내는 경기동행지수를 사용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통화량(M2)는 전월대비 증

가율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5.  실증 분석

 (1) 금리 스프레드를 사용한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분석

 1) 선형회귀모형 분석

  SPREAD1을 이용하여 식(1)과 식(2)를 추정한 결과는 부록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정결과 상수항과 금리스프레드의 계수는 누적

변동의 경우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한계변동의 경우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이 나왔다. 계수의 부호 역시 양(+)의 부호가 나와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질수록 미래 경기 둔화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는 누적변

동의 경우 0.08에서 0.34, 한계변동의 경우 0.09에서 0.14의 값을 가져 미국의 결

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9)

  <그림 4-1>는 각각의 스프레드에 대해 40개월까지의 예측시계에서 금리스프레

드의 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사용된 단기금리에 따라서 설명력이 우수한 

예측시차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금리스프레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PREAD1과 SPREAD4는 단기금리로는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통안증권(1

년)을 사용한 스프레드이다. 반면, 나머지 스프레드는 단기금리로 콜금리와 CD금리

(91일)를 사용한 것이다. 콜금리와 CD금리는 통화정책변화 등 단기적 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이들을 단기금리로 포함한 스프레드가 통안증권(1년)을 사용한 스프레드

보다 단기적으로는 추정계수 값이 더 크고 설명력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1~2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예측시계에서는 SPREAD1과 SPREAD4의 계수의 값이 유의

하게 나왔다.

  <그림 4-2>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예측시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 있

9) Estrella and Hardouvelis(1991)에 따르면 미국자료를 이용한 경우 

값은 누적변동의 경우 0.09 ~0.38, 

한계변동의 경우 0.01 ~ 0.18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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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시 SPREAD1과 SPREAD4에서는 누적변동과 한계변동 모두에서 단기보

다는 중장기에 큰 값을 가진다. 반대로 나머지 스프레드는 SPREAD1, SPREAD4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미래경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금리스프레드 이외의 거시경제 변수인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통화량(M2)

을 각각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콜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 미래 설명

력을 어느 정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에서는 금리스프레드에 비해 모형의 유

의성과 설명력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그림 4-1> 예측시차에 따른 추정계수 값의 변화

<그림 4-2> 예측 시차에 따른 설명력 변화  

2) 추가설명변수를 사용한 선형회귀모형 분석

  금리스프레드 이외에 경기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1)과 식(2)에 콜금리, 소비

자 물가지수(CPI) 그리고 통화량(M2)를 각각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동일한 방법

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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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기준순환일 지속기간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72.3 74.2 75.6 23 16 39
제2순환기 75.6 79.2 80.9 44 19 63
제3순환기 80.9 84.2 85.9 41 19 60
제4순환기 85.9 88.1 89.7 28 18 46
제5순환기 89.7 92.1 93.1 30 12 42
제6순환기 93.1 96.3 98.8 38 29 67
제7순환기 98.8 00.8 01.7 24 11 35
제8순환기 01.7 02.12 03.7 17 7 24
제9순환기 03.7 04.2 05.4 7 14 21
제10순환기 05.4

누적변동:                  .......................... (9)

한계변동:                        ....(10)

  콜금리 이외에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통화량(M2)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는 설명력의 뚜렷한 향상은 없었고, 금리스프레드의 계수가 이전보다 더욱 유의한 

값을 가졌다. 부록의 <그림 1>은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을 각각 추가하였

을 때 설명력의 증가분을  나타낸 것이다. 

(2) 프로빗(probit) 모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황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면별 기준순환일(reference turning date)을 기준으

로 <표 4-1>의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기간을 불황으로 간주하였다. 

<표 4-1> 경기 순환 주기

자료: 한국은행

주: 1) 2001.7월(저점), 2002.12월(정점)은 통계청 잠정순환일 기준. 제8순환기 저점(2003.7월) 및 제

9순환기의 정․저점(2004.2월 및 2005.4월)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의 최고점 및 최저점 기준

  먼저, 금리스프레드만을 이용하여 추정 결과를 살펴 본 후에 콜금리, 소비자물가

지수, 통화량을 설명변수로 각각 추가하여 예측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식(3)의 추정한 결과는 부록의 <표 2>와 같다. SPREAD1의 경우 금리스프레드

의 추정계수가 전 기간에 걸쳐 5% 수준에서 유의하며 부호는 모두 음수이다. 즉,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감소하면 불황의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머지 SPREAD에서도 9개월 이전까지의 계수의 부호는 모두 음수이며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 SPREAD1과 SPREAD4가 다른 스프레드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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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값도 높게 나오고 계수의 값도 유의하게 나왔고, 앞의 선형회귀모형

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스프레드에 비해 예측시계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4-3>은 예측시계가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일 때 추정된 불황확률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음영으로 나타난 부분은 불황인 시기를 나타낸다. 예측시계가 6

개월까지는 첫 불황시기를 제외하면 불황을 예측할 확률이 50%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불황이 아닌 시기를 불황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예측시계가 1년이 되면 불황일 때 오히려 추정확률이 더 낮게 나오는 등 예

측시계가 길어질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최

근에 이르는 시기까지 불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황확률이 5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최근 미 연준 및 학계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장기금리의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의 감소로 경기 둔화와는 무관하게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작아져 금리스

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이 약화되었다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10)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장기금리의 기간프리미엄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감소

하여 불황의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림 5-6>에서 최근

의 불황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간프리미

엄의 추정은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그림 4-3> 예측시차에 따른 불황예측확률     <그림 4-4>  설명력의 변화

(3) 추가설명변수를 사용한 probit 모형 

  식(3)에 콜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 통화량(M2)을 각각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해 보았다. <그림 4-4>는 각 변수 추가 시에 각 스

프레드의 의 증가분을 예측시차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SPREAD1과 

SPREAD4의 경우는 단기금리로 통안증권(1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회귀모

형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콜금리를 설명변수로 추가했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단기에 크게 향상되었고, 나머지 스프레드에서는 단기에서는 정보의 중복으로 

가 거의 증가하지 않으나 1년을 전후로 하여 0.1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림 4-5>는 예측시계가 12개월이고 콜금리를 추가 설명변수로 사용하였

을 때, 추정된 불황 예측확률을 나타낸다. 1999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잘못된 신호

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림 4-4>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예측능력이 상당히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콜금리 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통화량을 추가했을 때

10) 장단기금리 스프레드의 축소가 장래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장기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에 크

게 기인하기 때문에 금리스프레드의 축소를 바로 경기침체의 도래로 해석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Greenspan 전 연준 의장은 2004년 6월이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수수께끼(conundrum)로 남아있다고 2005년 2월의 미 의회 증언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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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수개월 정도 의 증가가 보이긴 하지만 곧 감소하여 뚜렷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림 4-5> 설명변수에 콜금리 추가시 불황예측확률

(4) VAR(Vector Autoregression)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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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계열 자료가 단위근(Unit root)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을 이용하였고,11) 그 결과는 부록의 <표 3>과 같다. 검정시 이

용된 적정시차(lag)는 13까지의 값들 중 SIC(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를 

최소화하는 값을 이용하였다. 

 

2) VAR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모형을 이용해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를 할 때 변수의 

배열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그랜저인과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랜저인과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인과개념과는 별개의 것이며, 이

를 통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Zellner(1979), Engel, 

Hendry and Richard(1980)) 본고에서는 변수의 배치순서를 통화량, 콜금리, 금리

스프레드, 소비자물가지수, 경기동행지수 순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는 VAR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외생성이 높은 변수부터 낮은 순으로 정하는 것과 부합된다. 그리고 통

화량의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통화금융정책의 파급경로와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

  부록의 <그림 2>는 국채(5년)와 통안증권(1년)의 금리차로 구성한 SPREAD1을  

사용하여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통화량, 콜금리, 금리스프레드, 소비자물가지수의 충

격에 대한 실물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충격반응함수 그래

프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콜금리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실물변수에는 감소효과가 있

고, 금리스프레드 충격은 실물변수에 양의 효과를 가져 오며, 그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금리스프레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충격반응을 보여 사용된 금리스프레드에 따른 충격반응함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콜금리와 물가의 충격이 실물변수에 수개월간 부(-)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리스프레드 충격은 스프레드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지만 실물변수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의 단순회귀

분석에서 계수값과 설명력이 높았던 SPREAD1과 SPREAD4의 경우 그 효과가 더

욱 크고 지속적이다. 

4)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앞의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의 결과는 사용된 금리스프레드에 따라 유사한 결

11) 충격반응(impulse response)를 보기 위해 시계열 자료들이 모두 안정적(stationary)일 필요는 없다(유병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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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고 SPREAD1의 경우 부록의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콜금리가 실물변수의 예측오차분산(forecast error variance)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금리스프레드는 단기적인 설명력은 거의 가지지 못했지만 SPREAD1과 

SPREAD4에서 5개월에서 설명비중이 증가하여 10개월 이후 10%이상의 값을 보이

고 있다. 이는 금리스프레드가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예측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5)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추정

 Hamilton and Kim(2000)의 모형에서 처럼 기간 프리미엄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식을 정하였다. 


  

  
 
 

 

  
  

                ................(5)

  금리자료는 2000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월간 통계를 사용하였고, 미래

현물금리는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 실현된 현물금리를 대입하였다. 국고채(1년)와 

국고채(3개월)의 자료를 이용해 식(5)로부터 기간프리미엄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7)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식(7)을 추정한 결과는 부록의 <표 4>와 같다. 설명력이 

앞의 금리스프레드를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때보다 좋지 않은 이유는 우선 사용 금

리스프레드가 국고채(1년)와 국고채(3개월)로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금리스프레드

에 비해 장기금리의 만기가 짧고 추정기간 역시 2000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로 앞에서보다 시계열자료가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간프리미엄 추출과정에서 합

리적 기대와 같은 가정이 현실과 적합하지 못해 기간프리미엄을 잘못 추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간프리미엄 계수의 부호가 대부분의 예측시차에서 음의 값

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금리스프레드가 커지기 때문에 기간프리미엄도 더 커져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추정결과 이와는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 4-6>을 보면 기간프리미엄과 금리스프레드는 추정기간 동안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간프리미엄의 감소 추세가 금리스프레드의 감소

추세보다 그 기울기가 급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7>은 위의 결과와 불황인 기간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금리스프레드

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 수개월내에 불황이 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

지 금리스프레드는 꾸준히 감소추세이지만 불황이 오지 않는 것은 기존의 불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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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간프리미엄과 단기금리 예측 값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불황에

서는 단기금리 예측값이 음(-)의 값을 가져 현재의 단기금리보다 미래 단기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2004년 말부터 이 값은 꾸준히 양의 값을 가져 예측

시점의 단기금리보다 미래의 단기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에서 최근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의 축소가 불황을 예측하기 보다는 기간프

리미엄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다소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기간프리미엄의 감소추세     

<그림 4-7> 불황과 기간프리미엄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선도금리(forward rate)를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자. 자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05년 7월부터의 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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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과 국고채(3개월) 월간 금리자료를 사용하였다. 

  
    

    
  

   
   

    

       ................(8)

  식(8)을 이용하여 구한 선도금리(forward rate)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은 <그림 4-8>와 같다. 선도금리와 단기예측금리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4년 말

부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2))도 

변동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앞에서 구한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1))과 

비교해서 나타내면 <그림 4-9>과 같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값이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금리스프레드의 두 구성성분인 기대성분(expectation component)과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각각의 불황예측력을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

다. 위에서 구한 기간프리미엄의 자료와 추정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0년 7월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기간프리미엄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국고채(1년)와 국고

채(3개월)의 수익률의 차이를 금리스프레드(SPREAD A)로 추가하였다. 또한 앞에

서 사용하였던 SPREAD1, SPREAD2, SPREAD3도 비교를 위해 함께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의 <표 5>과 같다. 스프레드 자체를 사용할 때보다 기대성분

(expectation component)과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을 각각 사용할 때 설명

력이 월등히 높고, 더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성분의 계

수는 음의 값을 가져 단기예측금리의 상승은 낮은 불황확률을 의미했다. 즉, 단기금

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대체로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접어들어 투자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통화당국이 이에 따른 대응으로 목표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양수이다. 이것은 

기간프리미엄이 미래 불황 확률과 정(+)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을 예측할 때 기간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라는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가상승 등의 총공급 충격(supply-side 

shock)으로 불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불황시에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기간프

리미엄의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기간프리미엄이 물가변동성에 민감한 것으로 여

겨지기 때문에 물가변동 요인이 수요측 또는 공급측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여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림 4-10>는 예측시계가 6개월일 때, 금리스프레드와 이를 구성하는 두 성분

으로 불황의 확률을 추정한 것이다. 금리스프레드는 불황과 호황에 비슷한 확률을 

부여하여 이를 구분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그러나 기대성분과 기간프리미엄은 불황

일 때 불황확률이 50%를 훌쩍 넘고 호황일 때는 대체로 10~30%의 확률을 부여하

고 있다. 즉, 2절의 프로빗모형과 SPREAD A를 이용했을 때는 현재의 불황확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단기예측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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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는 현재 불황확률을 20% 이하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

기예측에 있어서 기간프리미엄이 일정하다면 단기예측금리의 변화가 금리스프레드

를 결정하지만 기간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면 각각의 역할이 상쇄가 되

어 금리스프레드는 경기예측에 있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예측

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의 변화를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8> 선도금리와 기간프리미엄

<그림 4-9> 기간프레미엄의 비교

<그림 4-10>  불황 확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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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 probit

모형, VAR모형을 통한 충격반응함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은 콜금리, 물가지수, 통화량 등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비

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자료에서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

력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전 자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금리

스프레드에서 기간 프리미엄을 추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 추

세가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간프리미엄

의 감소 원인으로 장기금리변동성 감소, 투자자의 위험기피도 감소, 통화정책의 신

뢰도 증가, 물가변동성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추세는 이들 변

수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 기간 

프리미엄의 감소추세가 그치면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

며, 기간 프리미엄, 금리스프레드 그리고 미래 실물경제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가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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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형회귀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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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설명 ADF test
Y 경기동행지수(계절조정) 증가율 -0.114(-2.432)***

Spread1 금리스프레드1 -0.086(-2.564)**
Spread2 금리스프레드2 -0.083(-3.08)***
Spread3 금리스프레드3 -0.081(-2.935)***
Spread4 금리스프레드4 -0.174(-3.298)***
Spread5 금리스프레드5 -0.136(-3.864)***
Spread6 금리스프레드6 -0.111(-3.682)***

12
3.716 2.980 

0.178 12
3.711 3.041 

0.094 
(3.335) (2.432) (2.370) (1.841) 

15
3.685 2.972 

0.224 15
3.782 2.797 

0.093 
(3.783) (2.858) (2.328) (1.527) 

18
3.612 3.036 

0.295 18
3.573 3.188 

0.203 
(4.217) (3.324) (2.986) (2.355) 

21
3.672 2.869 

0.332 21
3.793 2.671 

0.140 
(4.815) (3.628) (2.740) (1.715) 

24
3.786 2.629 

0.344 24
4.021 2.199 

0.092 
(5.642) (4.030) (2.745) (1.412) 

       예측시차

 Spread
3 6 9 12 15 18

Spread1

 0.024 (0.197) 0.112 (0.895) 0.148 (1.148) 0.041 (0.325) -0.041 (-0.323) -0.064 (-0.504)

 -0.496 (-3.132) -0.656 (-3.915) -0.658 (-3.893) -0.411 (-2.633) -0.281 (-1.829) -0.301 (-1.935)

 0.050 0.083 0.084 0.037 0.018 0.021 

Spread2

 -0.006 (-0.053) -0.084 (-0.782) -0.114 (-1.064) -0.148 (-1.361) -0.178 (-1.617) -0.200 (-1.802)

 -0.485 (-4.6) -0.202 (-2.804) -0.002 (-0.034) 0.074 (1.047) 0.072 (1.008) 0.041 (0.58)

 0.148 0.042 0.000 0.006 0.006 0.002 

Spread3

 0.175 (1.267) -0.012 (-0.107) -0.148 (-1.284) -0.227 (-1.88) -0.255 (-2.083) -0.263 (-2.141)

 -0.346 (-4.392) -0.137 (-2.579) 0.036 (0.722) 0.102 (1.888) 0.098 (1.806) 0.074 (1.392)

 0.141 0.036 0.003 0.020 0.019 0.011 

Spread4

 -0.061 (-0.546) 0.030 (0.258) 0.025 (0.215) -0.070 (-0.608) -0.107 (-0.926) -0.091 (-0.77)

 -0.583 (-2.513) -1.046 (-3.407) -0.809 (-2.899) -0.315 (-1.305) -0.272 (-1.126) -0.570 (-2.21)

 0.031 0.072 0.049 0.009 0.007 0.028 

Spread5

 -0.053 (-0.453) -0.127 (-1.21) -0.119 (-1.133) -0.145 (-1.341) -0.170 (-1.564) -0.194 (-1.77)

 -0.635 (-4.372) -0.165 (-2.148) 0.069 (0.908) 0.169 (1.879) 0.132 (1.55) 0.065 (0.844)

 0.145 0.025 0.004 0.022 0.015 0.004 

Spread6

 0.137 (1.005) -0.056 (-0.495) -0.172 (-1.509) -0.255 (-2.085) -0.267 (-2.187) -0.262 (-2.176)

 -0.371 (-4.106) -0.115 (-2.103) 0.077 (1.402) 0.160 (2.467) 0.136 (2.184) 0.092 (1.589)

 0.129 0.024 0.011 0.039 0.030 0.015 

주: Newey and West(1987)법에 의해 수정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내는 t값을 나타냄
        ,    ,    

<표 2>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     ,    ,    

<표 3> 단위근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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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콜금리 -0.011(-1.36)*
CPI 소비자물가지수(계절조정) 증가율 -0.433(-6.426)***
M2 실질통화량(실질, 계절조정) 증가율 -0.151(-2.691)***

예측시계

(k개월후)

누적변동(Cumulative Change) 예측시계

(k개월후)

한계변동(Marginal Change)







 








3
4.971 5.027 1.982 

0.131 3
5.578 2.895 0.086 

0.046 
(6.324) (2.066) (0.941) (6.621) (1.116) (0.038) 

6
5.747 2.065 -0.266 

0.123 6
6.683 -1.807 -3.040 

0.025 
(8.499) (1.038) (-0.166) (7.042) (-0.695) (-1.385) 

9
6.090 -0.154 -1.380 

0.055 9
6.883 -4.718 -3.792 

0.051 
(11.024) (-0.085) (-1.006) (10.429) (-2.037) (-2.194) 

12
6.023 -1.023 -1.310 

0.001 12
5.939 -3.826 -1.380 

0.122 
(13.719) (-0.769) (-1.304) (6.905) (-1.114) (-0.475) 

15
6.042 -1.581 -1.397 

0.018 15
5.907 -3.675 -1.318 

0.162 
(13.854) (-1.285) (-1.625) (6.189) (-1.112) (-0.480) 

18
5.491 -0.722 -0.127 

0.020 18
5.404 -2.165 -0.114 

0.233 
(13.859) (-0.707) (-0.180) (8.730) (-1.298) (-0.079) 

21
5.075 0.414 0.911 

0.038 21
4.342 0.815 2.589 

0.234 
(13.722) (0.431) (1.393) (6.341) (0.428) (1.555) 

24
5.112 0.690 0.823 

0.006 24
4.330 2.280 2.751 

0.115 
(14.303) (0.789) (1.300) (6.575) (1.694) (1.964) 

       예측시차

 Spread
3 6 9 12 15

Spread A 

 0.346 (1.202) -0.186 (-0.642) -0.791 (-2.515) -0.979 (-3.025) -0.420 (-1.367) 

 -1.678 (-2.184) -0.237 (-0.326) 1.262 (1.683) 1.561 (2.052) 0.047 (0.063) 

 0.047 0.001 0.030 0.048 0.000 

Expectation 
component

 -0.562 (-2.983) -0.582 (-3.172) -0.473 (-2.809) -0.406 (-2.473) -0.352 (-2.099) 

 -2.620 (-5.319) -1.919 (-4.444) -0.845 (-2.296) -0.010 (-0.028) 0.334 (0.861) 

 0.368 0.236 0.056 0.000 0.009 

Term premium

 -0.921 (-4.014) -1.039 (-4.102) -0.884 (-3.504) -0.596 (-2.421) -0.254 (-1.039) 

 1.564 (4.185) 1.554 (4.018) 1.046 (2.908) 0.364 (1.026) -0.294 (-0.791) 

 0.193 0.187 0.093 0.012 0.007 

Spread1
 0.112 (0.443) -0.174 (-0.650) -0.721 (-2.501) -0.842 (-2.826) -0.691 (-2.341) 

 -0.572 (-1.498) -0.158 (-0.414) 0.613 (1.596) 0.680 (1.716) 0.446 (1.151) 

    주: ***,**,* 은 각각 1%, 5%, 20% 유의수준을 나타냄 

        Mackinon의 임계치를 이용함

<표 4> 식(7)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주: Newey and West(1987)법에 의해 수정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   )내는 t값을 나타냄

        ,    ,       

<표 5>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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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2 0.002 0.027 0.034 0.016 

Spread2

 0.286 (1.127) -0.123 (-0.477) -0.786 (-2.730) -0.919 (-3.119) -0.617 (-2.175) 

 -0.658 (-2.297) -0.180 (-0.664) 0.525 (1.879) 0.590 (2.063) 0.248 (0.908) 

 0.054 0.004 0.038 0.050 0.010 

Spread3

 -0.128 (-0.482) -0.445 (-1.574) -0.854 (-2.759) -0.747 (-2.408) -0.419 (-1.359) 

 -0.064 (-0.359) 0.136 (0.738) 0.381 (1.940) 0.247 (1.281) 0.011 (0.058) 

 0.001 0.005 0.041 0.018 0.000 
주: ( )내는 t 값

<그림 1> 설명 변수 추가시 설명력(

 )의 증가분 

       < Call 추가 >            < CPI 추가 >              < M2추가 >

<그림 2> 실물 변수의 충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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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산분석(SPR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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