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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시장의 기대형성이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통화정책의 시장기대 형성을 통한 

정책효과 전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는 통화정책기조를 시사하는 대외발언에 대한 금

리,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반응을 1999.5월 이후 총 138건의 발언을 대상으로 구조 VAR, 

EGARCH, 순차적 Probi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화정책 신호 또는 대외발언이 금

융변수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변동성은 유의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발언은 통화당국 신호의 영향력은 감소시키고 시장 변동성은 확대시키

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뿐 금융시장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고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금리의 변경 없이도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전달을 통해 정책의 미조정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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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본고 작성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workshop 참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논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 또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의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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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시

키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일반에 전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2)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보면 경제동향, 향후 전망과 함께 중앙은행의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을 일반국민에 공식, 비

공식 경로를 통해 설명하여 오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책

임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판단과 정책수행과정을 비교적 상세

히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기인한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여러 국가들이 정책 투

명성이 크게 강조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한 것도 통화정책과 금융

시장의 커뮤니케이션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3)

한편 금융시장 발달에 따라 금융시장의 기대형성이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시장기대 형성을 통한 통화정책 효과의 전달이 점차 중요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

근 소비 및 투자의 금리탄력성이 약화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이의 대안으로서 금융시장 기대경로를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관심

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기대경로를 통한 파급경로의 작동 여부를 간접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금리 조정이 아닌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대외 발표와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통화정책 의결문 발표 및 기자회견, 연설,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방향 전달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중앙은행은 일반개인보다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중앙은행의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발언이 새로운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면 이러한 발언은 금융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은행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정책결정에 이용하는 정보를 

대부분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한 중앙은행의 발언이 금융시장 기대에 미치는 효과가 비대칭적, 즉 정책기조의 완화 또는 긴

축 시사 여부 및 발언의 형식 등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EU,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

문 발표나 발언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ole(2003)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 공표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심리에 미친 영향을 연방기금 선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연준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커뮤니케

2)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1989년부터 오랫동안 지속해 온 통화정책 결정내용의 비밀유지 전통을 파기하고 미래의 정책방향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연방기금 목표금리의 조정폭을 25bp의 배수로 고정 

운용하고 공개시장위원회 회의후 발표문을 공표하는 한편 정책결정 내용에 찬성 및 반대한 위원들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통화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는 Amato, 

Morris, and Shin(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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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강화는 연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연준의 정

책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방기

금 선물금리가 크게 변동하였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금리 변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발언,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Kohn and Sack(2003)은 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 형식 및 내용에 따라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사건연구(Event Study)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 직후의 공식 발표(FOMC statement) 및 의회 증언은 중기 및 장기금리에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일상적인 연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준 이사

회(FRB) 의장의 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정보보다 금융시장의 변동

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준의 경제전망에 대해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

라는 점과 연준 의장의 발언이 공식적인 정책기조의 변경 없이도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erez-Quiros and Sicilia(2002)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이 대체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면서 이는 ECB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투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만기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개

최되는 날 정책결정내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완만한 속도로 수익률곡선에 반영된다고 하였

다. 

 

Guthrie and Wright(2000)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실제의 공개시장

조작과 무관하게 시장금리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였다. 이는 

금리수준이 통화당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경우 목표금리 변경이나 공개

시장조작과 같은 공식적인 금리조절경로를 통하지 않고 통화당국의 발언을 통한 시장신호만으

로 시장금리를 원하는 수준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로서 선정훈, 정익준(2002)은 재정거래가격결정이론

(Arbitrage Pricing Theory)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의 금리관련 발언 당일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김양우, 강태수(2002)에 따르면 정부가 통

화정책관련 신호를 시장에 수시로 발송할 경우 금리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통화정책의 효율

성이 크게 저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앙은행의 공식․비공식 정책방향과 관련된 정보는 경제

4) 한편, 외환시장과 관련된 연구로 조갑제(2003)는 자기회귀형 조건부이분산성모형(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기간중에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보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유의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뉴스의 

내용에 따른 시장반응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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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집합(information set)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

의 신호(signal)는 정책목적 달성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금융변수의 수준에 미

치는 충격의 크기와 소멸성 여부, 그리고 변동성의 크기뿐만 아니라 금융변수의 움직임 자체

가 통화당국의 정책관련 발언내용에 대한 예측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지수적 자기회귀형 조건부이분산성모형(EGARCH) 및 순차적 프로빗

(Ordered Probit)등 다양한 실증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통화정책관련 발언은 금융시장 변수의 수준을 변동시키고 

변동의 지속성도 존재했으나 그 절대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정

책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발언으로 금리 및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

기금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축기조관련 발언보다는 완화기조 발언

이, 현행 기조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보다는 기조 변경 발언이, 그리고 비정기적인 총재나 집

행간부의 대외발언보다는 정기적인 금통위의 정책방향 결정 의결문 발표가 수반되는 발언이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거의 금융시장변수와 통화정책 기조변경 

관련 발언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책당국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의 내용에 대한 예측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이상의 세 가지 실증분석 결과 각각에 대하여 통화당국의 정책관련 발언 직전에 재정

경제부 등 정부가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반응에 교란요인으로 작용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신호에 오염된 발언을 제거한 순수한 한국은행의 발언

은 앞서의 전체 표본에 비해 금융시장 변수의 수준은 더욱 큰 폭으로 변동시키는 반면 변동성 

확대폭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발언이 이처럼 한국은행 발언의 

영향력은 감소시키고 시장변동성은 확대시키지만 정부발언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영향

을 주지는 않았다. 

기존의 논문이 장기금리, 주가 등 특정 가격변수만을 분석대상으로 국한하고 있는 데 비해 본

고는 장단기 시장금리, 주가, 환율 등 3대 금융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추출된 발언의 개수도 기사추출 대상기간이 확대되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발표일 이외

의 비정기적 대외발언도 포함시킴에 따라 선정훈, 정익준(2002)의 64개, 김양우, 강태수

(2002)의 54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138개로 분석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대외발언을 그 

내용, 형식, 발언자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통화정책 신호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더욱 세

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통화당국이 정책금리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외발언 자체가 금

융시장 기대의 변경을 통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욱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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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발달에 따라 통화정책의 기대경로를 통한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통화정책

을 실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신호를 통한 미조정 필요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책당국은 의결문, 연설, 인터

뷰 등 신호발송의 방식과 함께 정책방향 제시 또는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등 신호가 담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방향 신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발언

이 금융시장에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시장신호의 효율성 제고에 요

체가 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제II절에서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대외발언 추출 결과와 

이러한 발언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III절에서

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발언에 대한 금융시장 변수의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제IV절에서는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발언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분석한다. 제V절에서는 순차적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관련 발언에 대한 예

측가능성을 분석한다. 제VI절에서는 한국은행의 대외발언 직전에 정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 이의 영향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VII절에서는 본고의 결론과 함께 통화정책

의 신호효과, 정책의 투명성 및 독립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통화정책관련 대외발언 및 금융시장의 반응

  1. 통화정책관련 대외발언

통화정책방향과 관련된 정책당국의 발표 또는 발언을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금리’를 기본검색어로 하고‘한국은행’,‘금통위’,‘총재’등을 추

가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정기발간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조사통계

월보에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요 조치, 강연, 자료 등을 이용하여 통화정책관련 주요 조

치 및 발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였다.

기사의 검색기간은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9.5월부터 

2004.12월까지로 하였다.5) 기사검색 결과 총 141건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검색되었으나 동일

한 날에 두 건 이상의 뉴스가 발표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고 판단되는 뉴스

를 제거함으로써 총 138건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대외발언 일자, 발언자 및 주요내용은 <부록 1> 참조).

5) 1999.5월 이전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 “콜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한다”는 식의 정책방향을 공표하였으나 이

후부터는 콜금리 목표를 명시적으로 인상/인하/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 공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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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통화정책관련 발언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째, 통화정책관

련 발언의 내용이 향후 정책기조가 긴축/완화/현행 유지를 시사하는지에 따라 변수 TIGHTEN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6)

ꀊ

ꀖ

ꀈ

︳︳︳

︳︳︳

TIGHTEN= 1   (긴축기조를 시사하는 발언)
TIGHTEN= 0   (정책기조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
TIGHTEN=-1   (완화기조를 시사하는 발언)

                  (1)

둘째,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매월의 실제 정책금리(콜금리) 결정(인하, 유지, 인상)을 수반하

는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변수 STATEMENT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통화정책

관련 뉴스가 매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후 행해지는 금통위의 의결문 발표와 총재의 기자회견

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통화정책방향 결정일 이외의 비정기적인 강연,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한 대외발언인지에 따라 금융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7) 

{
STATEMENT= 1   (통화 정책방향 결정일의 발언)
STATEMENT= 0   (통화 정책방향 결정일이 아닌 날의 발언)

          (2)

셋째,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내용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변수 

SURPRISE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뉴스란 정책당국이 시사하는 정책기

조가 직전 대외발언시의 정책기조와 상이한 경우로 상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정책기조가 

완화기조를 나타냈으나 이번에는 긴축 또는 중립기조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경우 금융시장이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통화정책 발언으로 상정한 것이다.

{
SURPRISE= 1   (금융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
SURPRISE= 0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발언)

                  (3)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통화정책관련 기사를 분류한 결과를 <표 1>의 1.에 정리해 보

았다. 총 138개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중 긴축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20개, 완화기조를 시사

하는 발언이 20개였던 반면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발언은 98개로 나타났다. 또한 금통위

의 콜금리 목표 결정일의 발언과 그 이외의 날에 행해진 발언의 개수는 각각 62개, 76개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기조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발언은 49개로 그렇지 않은 경우 89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6) 특정 뉴스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뉴스 발생 당시의 경기 국면에 따른 시장반응의 비대칭성을 고

려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변수 TIGHTEN을 명시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기 국면을 고려한 분석 필요성이 크지 않

다. 

7) 금통위에서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향후 긴축/완화 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경우 콜

금리의 현 수준 유지 결정이라는 현상보다는 긴축/완화 시사 발언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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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주체에 따라 발언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언주체별로도 분류해 보았다. <표 1>의 2.를 보면 금통위 명의의 발언은 67건으로 대부분 

통화정책방향 결정일에 발표(STATEMENT = 1)된 것이었으며 2002.4월을 기준으로 한 정책수행 

환경의 차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동시에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의 대외발언 회

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대외발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2002.3월 이

전에는 단순한 정책방향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2.4월 이후에는 정책방향을 시사함에 

있어 내수, 국제수지, 생산, 물가, 금융시장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졌다.  

  2. 금융시장의 반응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내용에 따라 금융시장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장금리의 변동폭 또는 주식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TIGHTEN 더미를 설명변

수로 하여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4)

여기서 는 t기의 CD(91일) 및 국고채(3년) 금리의 전일 대비 변동폭 또는 종합주가지수의 일

일수익률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긴축기조(TIGHTEN = 1)의 발언이 있던 날은 시장금리와 주가가 상

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완화기조(TIGHTEN = -1)의 발언이 있던 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정계수 b를 보면 CD금리는 1.28, 국고채금리는 4.14, 주가는 0.26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모형의 설명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2 

= 0.06~0.15). 제III절에서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의 금융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관찰하기 위

하여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있던 날에 금리 및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

다.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언 당일 금융변수의 변동성이 발표 

전후 상당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금리 및 주가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있던 날과 그 다음날, 총 2일간의 

변동성과 발언전후 각30일, 총 60일간의 변동성을 비교해보았다.9) 금리는 일일 변동폭의 절대

8)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시사 발언이 있던 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은 시장참가자들이 완화기조 발언을 향후 경기부진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선정훈, 정익준(2002)도 주가 하강기(2000.9～2002.6)에는 본고와 유사한 결

과를 얻었으며 전체 표본기간(1999.5～2002.6)에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으나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9) 일수 계산은 영업일 기준이며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금융시장 마감후 발표된 경우에는 익일 및 익익일의 변동성을 합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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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평균을,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일일수익률의 절대값 평균을 이용하였다.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있을 경우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은 소폭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후 

60일간 변동성의 표준편차를 감안했을 때 통계적으로는 모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발언의 내용과 주체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기조의 완화 시

사 발언(TIGHTEN = -1) 또는 정책기조의 변경을 나타내는 발언(SURPRISE = 1)이 있을 경우 여

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의결문 발표여부(STATEMENT), 발언 주체, 기간별로는 변동성 패턴 

변화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V절에서는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분석적

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III. 충격반응분석 : Structural VAR

본절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주요변수들이 통화정책당국의 대외발언에 대하여 

동태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당국의 대외발언을 외생적인 충격으로 

간주하고 금융시장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도출, 분석하고자 한다.   

  1. 모형

정책당국의 대외발언이 금융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 벡

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설정하였다.  

  ΔXt=α+α x(L)ΔXt-1+αFE(L)FEt+αA(L)At+α DD t+u 1t               (5)

  FEt=β+β x(L)ΔXt-1+βFE(L)FEt-1+βA(L)At+βDD t+u 2t              (6)

                  단, ( u t1u 2t)-N[ (
0
0),(

σ 11   0
 0   σ 22)] 

                       α y(L)= ∑
Py

j=0
α y, jL

j,β y, jL
j for  y ∈ {X,FE,A},

여기서 Xt는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변수, FEt는 자금과부족 상태, At는 통화정책관련 발

언, Dt는 대외발언이 있던 날이 휴일과 인접한 날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Lj는 시차 

연산자를 나타낸다. FEt는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과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자금결제의 예측오

차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RP 순매각잔액의 변동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더미변수 Dt는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발표된 시점이 시장이 열리지 않는 공휴일 전날 혹은 다음날인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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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전날과 다음날 모두 시장이 열리는 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10) 

이 모형에서 각종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자금과부족(또는 자금결제수요의 예측오차)를 내생변

수로 사용되었으며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책당국의 발언 At와 동 발언이 발표된 날이 휴일의 

전후일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Dt, 그리고 과거의 금융시장 가격변수 움직임 및 자금 과부

족에 대한 예측오차가 외생변수로 사용되었다. 금융시장 가격변수로는 단기금리로서 CD(91일) 

수익률, 장기금리로서 국고채(3년) 수익률,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KOSPI 200지수, KOSPI 

금융업지수를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2개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금융변수 및 자금결제수요의 예측오

차는 현재의 통화정책관련 발언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11) 둘째, 자금결제수요의 예측오차

는 현재의 금융변수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자금결제 수요 예측

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모형을 토대로 통화정책 발언을 외생적 충격으로 하는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정책 환경의 차이에 따라 분류된 기간에 따라 금융시장 반응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통화정책 발언을 상정하기 위하여 더미

변수 At를 식(7)과 같이 계량화하였다. 

A t=

ꀊ

ꀖ

ꀈ

︳︳︳

︳︳︳

  1 (STATEMENT=0,TIGHTEN=1,SURPRISE=1인 경우)
-1 (STATEMENT=0,TIGHTEN=-1,SURPRISE=1인 경우)
  0 (기타의 경우)           (7)

여러 가지 조합중 통화정책방향 결정 발표를 수반하지 않으면서(STATEMENT = 0) 정책기조 변

경을 시사(SURPRISE = 1)하는 발언중 표본의 기간이 전반적으로 완화기조가 우세했던 기간이

었던 점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시사(TIGHTEN = 1)하는 발언(즉 A t=1인 경우)만을 외부충격

으로 상정하였다. 총 138개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 중 At=1은 12개, At=-1은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

10) 예를 들어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월요일에 발표될 경우 주말동안 생긴 새로운 정보 혹은 시장 참가자의 기대가 한꺼번에 반

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통화정책 신호가 있는 경우에

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1～2일간 거래가 없을 것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의 경우와 유사한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다. 

11) 이 가정은 제V절에서 순차적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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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이 금융시장 변수에 동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발언( At = 1)이 금융변수의 움직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본 한국은행의 긴축기조로 전환 발언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

로 나타났다. CD와 국고채(3년) 수익률은 긴축발언 이후 상승하여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화의 대외가치와 주가는 일시 하락한 후 원래의 수준으로 복

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이 일시 상승하는 것은 해외투자자

금이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금리 변경을 시사하

는 발언이 금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율, 주가 등 여타 금융변수에는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통화정책 발언의 절대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긴축기조 발표 이

후 단기금리인 CD 수익률은 1.7bp, 장기금리인 국고채(3년) 수익률은 2.1bp상승하는데 그쳤

다. 이를 여타국의 추정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데는 이용된 분석모형과 데이터, 대외발언의 추

출방법, 분석기간의 상이함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나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에 비해 영향력

이 크게 낮은 준이다.1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관련 대외발언을 통한 정책의도 전달

(open mouth operation)이 아직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통화당국의 발언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문제이다. 중앙은행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통화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중앙은행의 정

책신호는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과 함께 

중앙은행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

나 정부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수시로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시장기대 조정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대외발언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VI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13)

둘째,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직접적인 대상인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의 효과는 시장 참가자들의 통화정책과 경기상황에 대한 예상

을 변동시켜 금융변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시장 참가

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고려 차제가 무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12) Kuttner(2001)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긴축기조를 시사하는 통화정책 발언의 경우 1년만기 금리가 

56.0b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uthrie and Wright(2000)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경우 1년만기 금리가 18.0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김양우, 강태수(2002)에 따르면 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은 한국은행의 발언보다 금리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뿔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통화정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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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한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 및 주식시장 등 여

타 금융시장과의 연관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장기금리, 주가 

등 금융변수와 나아가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의 효과는 통화정책 당국이 시장에 얼마나 유용한 경제전망을 

전달하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14).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관련 발언들은 현재의 금융경

제상황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향

후 경제에 대한 통화당국의 전망이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및 의사 결정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금융경제상

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예측 및 시각을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외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15)

한편 <그림 3>은 전체 표본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통화정책 수행여건상의 차이에 따라 금융시

장의 충격반응함수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2002.3월 이전에 비해 2002.4

월 이후 통화정책 발언이 금리, 환율 및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간중 통화정책 수행여건상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IMF의 한국경제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지속적인 금리의 하향안정

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는 시기였던 반면, 2002년초 이후에는 누적된 가

계부채 문제, 신용불량자 양산,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구조적인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

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채택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

러한 하락하는 경기와 급등하는 자산가격이라는 상충된 정책 환경하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특정 방향으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정책방향을 명확히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참가자는 발언의 내용에 대해 견해와 시각이 다

양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효과는 상대적

으로 저하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발언의 방식에 있어서도 2002.3월 이전에는 비교적 명확히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방식이었으나 2002.4월 이후에는 정책방향을 시사함에 있어 소비, 투자, 국제

수지, 생산, 물가, 금융시장 등 전반적인 금융경제상황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이 통화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4) Romer and Romer(2000)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연준 이사회의 전망과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다를 경우 시장 참

가자들은 자신의 전망을 연준의 전망치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물론 중앙은행이 시장에 전달하는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가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시

장에 전달하는 공공정보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및 최적의 통화정책 투명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orris and 

Shin(2002) 및 Freedman(200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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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Ⅴ. 변동성 분석 : Exponential GARCH

본절에서는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금융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금리 및 주가의 조건부 분산을 대리변수로 하여 통

화정책관련 발언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1. 모형

일반화된 자기회귀형 조건부이분산성(GARCH) 모형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시간에 따

라 변화하고 시계열상관(autocorrelation)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파악

하는 데 유용한 모형이다. 여기서는 금리 및 주가의 동적 변동성을 허용하면서도 GARCH 모형

에서의 비음(non-negative)의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Nelson(1991)의 지수적 

GARCH (Exponential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금융시장 변수의 변동성이 

EGARCH(1, 1)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8)

  

여기서 는 기의 금리 변동폭 또는 주식수익률, 는  콜금리의 변동폭, 는 산

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는 소비자물가물가 상승률, 는 실업률을 나

타낸다. 즉, 식 (8)은 기의 금리 변동폭이 기의 정책대상금리인 콜금리의 변동폭 및 산업생

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주가의 경우에는 기

의 일별 수익률이 기의 장단기금리격차()와 회사채 신용 프리미엄()에 의해

서도 추가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 (8)에서 과 을 설명변수로 추가

하였다. 한편 는   를 따르며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 

한편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은 충격의 크기뿐만 아니라 충격의 방향에 따른 변동성의 비대칭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식 (9)와 같이 모형화하였다. 여기서 통화정책 발언이 금융변수의 변동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화정책 대외발언에 대한 더미변수 를 추가하였다. 이

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관련 대외발언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계수 로 표현되며 

동 계수가 양(음)일 경우 대외발언이 변동성을 확대(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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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상수항, 두 번째 항은 변동성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적 특

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 및 네 번째 항은 각각 변동성이 전기의 외부충격을 수용

하는 부분의 절대적 크기 및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통화정책 발언을 포함한 기타 변수에 의

한 영향은 오차항()에 반영되어 있고 오차항에 대한 가정과 조건부 분산의 정의인 식 (9)는 

금리와 주가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금리와 주가 데이터는 제II장에서와 마찬가지로 CD(91일) 및 국고채(3년) 수익률과 종합주가

지수의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충격이 주는 영향

을 정확히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동 변수들이 발표될 당시 시장참가자들의 예상치와 실제 발표

치와의 차이를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의 각 지표에 

대한 예측치 자료가 본고의 분석대상 기간의 시계열로 존재하지 않아 그 대안으로 동 변수들

의 이전 3개월 평균치와의 차이를 계산한 후 이를 표준화하여 충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용변

수로 사용하였으며, 지표 발표일 이외의 날에 대해서는 동 변수에 대한 충격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16)

  2. 분석결과

<표 3>은 식 (8) 및 (9)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 3>의 1.을 

보면 추정계수  는 추정식 모두에서 양으로 나타나 통화정책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발언이 있

을 경우 장단기 시장금리 및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단기금리 CD(91일) 수익률의 변동성 확대규모( = 0.40)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장기금리인 

국고채(3년) 수익률( = 0.11) 및 주가( = 0.05)의 변동성 확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단기

시장금리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발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내용과 주체에 따라 금융시장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표 3>의 2.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을 재구성하여 EGARCH 분석을 하였다(여기서

는 추정식 (9)의 추정계수  만을 표시하고 나머지 추정계수는 생략하였다). 

우선 통화정책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완화/유지/긴축 기조에 따라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에 미

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2.가. 참조).17)  금리의 경우 완화기조를 시사

하는 발언이 있을 경우 금리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였으나 현행기조를 유지하거나 긴축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의 경우에는 추정계수가 통계

16) 표준화는 =  

  


   의 식을 이용하였다. 

17) Hamilton and Jorda(2000)는 시계열 기간분석(time-series duration)과 자기상관조건부해저드과정(Autoregressive 

conditional hazard process)을 이용한 모델을 토대로 연방기금금리 변경이 실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목표금리 

인상이 인하의 경우보다 고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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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단기금리인 CD의 경우에는 추정계수  가 3.55로 매우 높은 변

동성을 보였다. 한편 주가의 경우에는 긴축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는 경우 모두 변동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본기간중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

향 안정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추가적인 완화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기

간중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완화기조를 시사하는 구두개입이 자주 있었던 사실

과 2003년 이후의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금리인하에 쏠리는 방향으로 형성된 점도 이러

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정책 발언내용이 직전 발언시의 정책기조와 상이한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나. 참조). 특히 단기금리의 경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당국의 정책기조가 변

경된 경우 이를 예상하지 못 한 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정책금리 결정을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의 2.다.에 정리되어 있다. 정책금

리 결정을 수반하는 통화정책관련 발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기금리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금리 

결정일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정책금리에 대한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비정기적인 정책방향 성격의 발언에 대해 

금융시장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발언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정결과(2.라 및 2.마. 참

조)를 보면 금통위의 발언이 금리뿐만 아니라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한은 총재나 

기타 발언자의 경우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금통

위의 정책방향 결정 회의시 발표된 내용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이 민감하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이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특히 통화정책 결정문이라는 활자화된 형식을 통한 정책방향 발표를 강한 정책 시그널로 받아

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간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를 보면 2002.4월 이후에 비

해 이전의 기간중에 통화정책 신호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안점을 두고 정

책을 운용하여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통화정책 발언의 예측가능성 분석 : Ordered Probit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외발언이 정책적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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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발언은 금융시장 및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조정을 통해 결국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정책당국이 어떤 정책기조를 시사하는 시그

널을 대외에 공표할 것이라는 것을 금융시장이 미리 알게 된다면 정책당국의 발언 이전에 이

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통화정책 신호의 저책효과는 

그만큼 약화되게 될 것이다. 본절에서는 정책당국의 정책기조 변경과 관련된 발언이 금융시장

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모형

과거의 통화정책 대외발언 추이 및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발언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식 (10)과 같은 

순차적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A t=

ꀊ

ꀖ

ꀈ

︳︳︳

︳︳︳

-1 ( b(L)ΔX t-1+c(L)At-1+ξ t-1 < a 1인경우)
  0 ( a 1 < b(L)ΔXt-1+c(L)At-1+ξ t-1 < a 2인 경우)
  1 ( a 2 < b(L)ΔXt-1+c(L)At-1+ξ t-1인 경우)                 (10)     
단, b(L) = ∑

m

j=0
b jL

j
,       c(L)= ∑

n

j=0
c jL

j

여기서 At는 통화정책 관련 발언중 금리결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통화

정책 기조의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식 (7)에서 정의된 더미변수이다. Xt는 금리, 환율, 

주가의 시차변수를, b(L), c(L)은 각각 시차연산자(Lag Operator)의 다항식(Polynomials)을 

나타내며 잔차항 ζ t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양한 경로에서의 예측가능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CD 수익률, 국고채(3년) 수익률 등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원/달러, 원/

엔 환율과 KOSPI200 지수, 그리고 금리민감도가 높은 KOSPI200 금융업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였다.18)

순차적 Probit 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 및 금융시장변수의 시차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모두 영이라는 것을 귀

무가설로 하여 Wald test를 수행하였다. 한편 각 모형에서 적용될 최적 시차는 Schwarz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여 채택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거나 직전의 통화정책관

련 발언의 내용에 따라 정책당국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내용이 이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추정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정 가능한 경우

18) 제III절의 구조 VAR 모형에 포함된 자금시장에서의 예측오차(FEt)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의 결과로 나타나며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의해 제약되는 변수이므로 본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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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통화정책관련 대외발언이 긴축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 있은 직후와 금융변수가 

일정폭 이상 상승한 경우 정책당국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긴축으로 전환될 확률이 어떻게 조

정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확률이 직전에 긴축기조로의 전환 발표

가 있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ΔPr |(At-1=1)로 표시하

고 식 (1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ΔPr |(At-1=1)= Pr(At=1|At-1=1)- Pr(At=1|At-1=0)         (11)

둘째, 직전일의 시장금리가 0.1%p 상승했을 경우와 환율 및 주가지수가 각각 1% 상승했을 경

우 동 변수의 움직임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될 확률이 증가 또는 감

소하는 정도를 ΔPr |(ΔXt-1=a) (단, 금리의 경우 a = 0.1, 주가 및 환율의 경우 a = 1)로 

표시하고 식 (12)의 형태로 추정하였다. 

ΔPr |(ΔXt-1=a)= Pr(At=1|ΔXt-1=a)- Pr(At=1|ΔXt-1=0)       (12)

               

  2. 분석결과

<표 4>의 1.(1)은 과거의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 및 다양한 금융시장 변수를 이용한 추정모

형의 Wald test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 및 금융시장변수

의 시차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모두 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의 통화정책기조 관련 대외발언과 금융변수의 움직임이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관련 발언에 대

한 예측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2.는 표본기간을 2002.4월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가. 

(1)을 보면 2002.4월 이전에는 대부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금융변

수 움직임 및 통화정책 발언이 현재의 통화정책 발언내용에 대한 예측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2002.4월 이후의 기간중에는 전체적으로 p값이 크게 하락하여 통화정

책관련 발언이 과거의 금융변수 및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나.(1) 참조). 특히 

CD와 국고채 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는 유의수준 5%하에서 예측력이 없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시장금리의 움직임과 과거의 정책기조 

관련 발언을 통해 현재의 통화정책기조 관련 발언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2002년 이후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 

온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의 1.(2)와 (3)은 각각 통화정책관련 발언 이전에 통화정책의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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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경우와 금리, 주가 또는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어느 금

융변수를 이용하는 가에 관계없이 과거 긴축기조 시사 발언이 있을 경우 통화당국으로부터 긴

축기조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확률은 25.6~28.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정

책의 긴축기조 전환 발언이 있을 경우 다음번에도 긴축기조 시사 발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변수들이 상승했을 경우 긴축기조 시사발언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3.0%p 이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변수

의 움직임은 통화당국의 정책기조와 관련된 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는 것을 시

사한다.

<표 4>의 2.는 표본기간을 2002.4월을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인데 

2002.4월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거 긴축기조 시사 발언의 존재는 현재 긴축기조

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확률을 29.5~39.7%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2)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2.3월 이전의 기간중에는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간의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나.(2) 참조). 앞에서 지적한대로 2002년 이후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금융시장에 발송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 금융변수들의 움직임이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발언을 예측하는 정도는 분석기간에 

관계없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3) 및 나.(3) 참조).

VI. 정부발언의 영향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해왔고 따라서 한국은행의 

발언 직전에 정부의 발언이 있었을 경우의 금융시장의 반응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혼재된 결과일 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신호의 오염’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

선 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을 한국은행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모두 63건의 기

사를 추출하였다(정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대외발언 일자, 발언자 및 주요내용은 <부록 2> 

참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발언 이후 2일 이내에 한국은행의 발언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순수한 한국은행 발언의 영향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표본에서 제거하고 앞의 III절부터 V절까지의 분석을 반복해 보았다. 한국은행의 발언 

138개중 22개의 표본을 제거하고 116개의 발언만으로 새로운 표본이 구성되었다. 

또한 정부 발언과 한국은행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한국은

행의 발언은 상당부분 금통위의 정책방향 결정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기 및 물

가 상황에 따라 긴축 또는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정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고 

물가보다는 경기상황에 초점에 맞추어 완화기조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대부분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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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기관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4>는 제III절에서 도출한 충격반응함수와 한국은행의 대외발언중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대외발언을 제거한 표본을 이용한 충격반응함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정부로부

터의 신호에 오염된 한국은행의 발언을 제거한 순수한 한국은행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금리, 환율, 주가 

모두 충격반응의 정도가 확대되며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이 중앙은행이 발송한 신호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정책의 신호효과

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그림은 또한 정부의 발언과 한국은행의 발언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정도를 직접 비교

하고 있다. 정부의 통화정책 발언은 단기금리인 CD 수익률을 소폭(1bp) 상승시키는 효과 이외

에 여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발언이 한국은행의 발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제IV에서 수행한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발언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화당국의 발언중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제거했을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  는 전체표본에서는 CD 수익률은 0.41, 국고채 수익률은 0.11이었으나 정부발언의 

영향을 제거한 순수표본에서는 CD 수익률이 0.29, 국고채 수익률이 0.02로 크게 낮아졌다. 주

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순수표본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발언 자체는 금리의 변동성은 낮추는 반면 주가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6>은 V절의 통화정책관련 발언의 예측가능성 분석을 정부의 발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통화당국의 발언을 제거한 순수한 발언만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Probit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표 4>의 1.(1) 참조)와 마찬가지로 통화정

책 관련 대외발언 및 금융시장변수의 시차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모두 영이라는 것을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 하여 기존의 통화정책기조 관련 대외발언과 금융변수의 움직임이 현재의 통화

정책기조 관련 발언에 대한 예측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화정책관련 발언 이전에 통화정책의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던 경우 긴축을 시

사하는 발언이 나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정부의 영향을 받

았을 수 있는 통화당국의 발언을 제거한 순수표본에서 크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표

본에서는 긴축기조 시사발언이 나올 확률이 24.8~28.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수표

본에서는 -0.1~2.7%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당국의 과거의 발언을 통해 긴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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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사발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상당부분 정부 발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통화당국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을 금융시장이 예상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VII. 결론 및 시사점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금융시장의 기대형성이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통화정책

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의 시장기대 형성을 통한 정책효과 전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고는 통화정책기조를 시사하는 대외 발표나 발언에 대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변

수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통화정책 신호 또는 발언은 금융변수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변동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화기조 시사 발언, 정책기조 변경 

발언, 그리고 정기적인 금통위의 정책방향 결정 의결문 발표가 수반되는 발언이 변동성을 더

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금융시장변수와 통화정책 기조변경 관련 발언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책당국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의 내용을 예측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정책기조의 변경 없이도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방향 전달을 

통해 정책의 미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예를 

들어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면 완화기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상

승하여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책금리의 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높

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국면이 필요하다는 발언만으로 자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것

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크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발언의 구체적 형식(금통위 의결, 연설, 인터뷰 등)중 어느 것

이 정책방향을 알리는 데 가장 효율적이며,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중 어느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발언을 전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대 조정을 통한 

정책효과 실현에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미조정 기능을 강화하

는 노력이 긴요할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통화정책에 관한 결정이나 발언

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판단이나 

전망을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불필요

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사적정보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더 나아가 사적정보 수집에 대한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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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기대형성이 과도하게 통화당국 의존적으로 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화당국의 정책관련 발언과 인접하여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반응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정부의 통화정책 관

련 발언에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한국은행의 발언을 제거한 순수한 

표본의 경우에 금융시장 변수는 특정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는 강화되는 반면 변동성은 축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의 발언이 이처럼 한국은행의 발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시장변동성은 확대시키지만 정부발언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정책의 기대경로를 통한 파급경로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아울러 독립성을 제고하여 금융시장이 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대하여 교란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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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통화정책관련 발언 분류결과

         

         1. 발언내용에 따른 분류

           TIGHTEN
STATEMENT

-1 0 1 계

1 7(6, 1) 51(13, 38) 4(3, 1) 62(22, 40)

0 13(9, 4) 47(5, 42) 16(13, 3) 76(27, 49)

계 20(15, 5) 98(18, 80) 20(16, 4) 138(49, 89)

* ( )내 첫 번째 숫자는 SURPRISE = 1인 경우의 개수, 두 번째 숫자는 

  SURPRISE = 0인 경우의 개수

         2. 발언주체에 따른 분류

           발언주체

  기간
금통위 총재 기타 계

1999.5~2002.3 37 1 26 64

2002.4~2004.12 32 24 20 74

계 67 25 4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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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화정책관련 발언 전후 금융시장 변수의 변동성

        1. 전체표본

                                                                (bp, %)

전체

2일 전후 60일

CD(91일) 1.60 1.33(3.29)

국고채(3년) 5.56 5.16(6.76)

종합주가지수 1.56 1.50(1.38)

                   * ( )내는 표준편차

        2. 발언내용 또는 주체에 따른 분류

                                                                        (bp, %)

TIGHTEN = -1 TIGHTEN = 0 TIGHTEN = 1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CD(91일) 3.58 1.32(2.80) 1.21 1.29(3.19) 1.28 1.30(3.90)

국고채(3년) 5.95 5.00(5.81) 5.69 5.19(7.04) 4.65 4.87(5.97)

종합주가지수 1.53 1.26(1.25) 1.59 1.54(1.39) 1.45 1.47(1.38)

SURPRISE = 1 SURPRISE = 0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CD(91일) 2.30 1.38(3.44) 1.26 1.31(3.21)

국고채(3년) 5.86 5.16(6.24) 5.52 5.23(7.10)

종합주가지수 1.53 1.44(1.36) 1.59 1.55(1.41)

STATEMENT = 1 STATEMENT = 0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CD(91일) 1.69 1.24(3.59) 1.60 1.32(3.28)

국고채(3년) 5.67 5.12(6.12) 5.56 5.15(6.75)

종합주가지수 1.55 1.51(1.42) 1.56 1.50(1.38)

금통위 총재 기타발언자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CD(91일) 1.61 1.17(3.52) 0.77 0.83(2.26) 2.15 1.69(3.46)

국고채(3년) 5.79 5.26(6.41) 3.32 3.55(4.07) 8.04 7.42(9.48)

종합주가지수 1.56 1.52(1.45) 1.42 1.39(1.15) 1.85 1.86(1.64)

1999.5~2002.3 2002.4~2004.12

2일 전후 60일 2일 전후 60일

CD(91일) 2.18 1.95(4.15) 1.11 0.79(2.17)

국고채(3년) 7.83 7.07(8.62) 3.60 3.52(3.93)

종합주가지수 1.80 1.74(1.61) 1.36 1.28(1.09)

         * ( )내는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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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은행 발언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1. 전체표본

CD(91일) 국고채(3년) 종합주가지수

c
-0.002

(-1.709)

-0.003

(-1.221)

-0.002

(-0.981)


0.031

(1.925)

0.046

(1.324)

-0.030**

(-3.546)


-0.001

(-0.132)

0.005

(0.279)

-0.000

(-1.125)


0.004

(0.426)

0.027

(1.326)

-0.003

(-1.597)


-0.030**

(-3.340)

-0.066**

(-3.450)

-0.001

(-0.200)

 ‥ ‥
0.001

(0.181)

 ‥ ‥
0.010*

(2.011)

R2 0.010 0.011 0.014


-2.840**

(-9.198) 

-0.481**

-(5.900)

-0.209**

-(2.987) 


0.549**

(9.808) 

0.304**

(6.808)

0.105**

(3.867) 


0.166**

(3.554) 

0.020 

(0.791)

-0.058**

-(4.075) 


0.684**

(18.659) 

0.953**

(78.903)

0.984**

(129.395) 


0.401**

(2.414) 

0.109 

(0.989)

0.047

(0.812)

           * ( )내는 t값. ** 및 *는 각각 99% 및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

        2. 발언내용 또는 주체에 따른 분류

           가. 통화정책기조 

추정계수 
완화기조

(TIGHTEN = -1)
현행 기조 유지
(TIGHTEN = 0)

긴축기조
(TIGHTEN = 1)

CD(91일)
 3.554**

(9.627)

-0.184 

(-1.156)

-0.039 

(-0.131)

국고채(3년)
 0.660**

(2.673)

0.034 

(0.302)

0.078 

(0.382)

종합주가지수
0.014 

(0.142)

-0.022 

(-0.435)

 0.216*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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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여부

추정계수 
직전 발언과 정책기조가 

같은 경우 (SURPRISE = 0)
직전 발언과 정책기조가 

다른 경우 (SURPRISE = 1)

CD(91일)
-0.288

(-1.298)

  1.303**

(4.896)

국고채(3년)
0.058 

(0.461)

0.206

(1.162)

종합주가지수
0.041 

(0.565)

0.060 

(0.742)

           다. 정책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일 여부

추정계수 
정책금리 결정이 수반된 
경우 (STATEMENT = 1)

정책금리 결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STATEMENT = 0)

CD(91일)
  0.952**

(4.017)

-0.096 

(-0.389)

국고채(3년)
 0.370*

(2.065)

-0.008 

(-0.059)

종합주가지수
0.211 

(1.576)

0.023 

(0.397)

           라. 통화정책 발언주체

추정계수  금통위 총재 기타

CD(91일)
  0.890**

(3.827)

-0.250 

(-0.717)

0.084 

(0.240)

국고채(3년)
0.326 

(1.891)

0.130 

(0.785)

-0.233 

(-1.017)

종합주가지수
  0.318**

(3.361)

-0.038 

(-0.623)

0.109 

(1.540)

           마. 기간

추정계수  1999.5~2002.3 2002.4~2004.12

CD(91일)
  0.923**

(4.003)

-0.155 

(-0.625)

국고채(3년)
 0.344*

(2.444)

-0.141 

(-1.061)

종합주가지수
0.083 

(1.170)

-0.052 

(-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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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은행 발언의 통화정책 기조변경에 대한 예측력 

        1. 전체표본

모형에 이용된 

금융변수

(1)

Wald test(b0=c0=0)의 p값 

(2)

△Pr|(At-1=1)

(3)

△Pr|(△Xt-1=0.1)
*

  CD 수익률 0.305 0.254 0.011 

  국고채(3년) 0.145 0.280 -0.030 

  환율 (원/엔) 0.299 0.256 0.004 

       (원/달러) 0.297 0.262 -0.011 

  KOSPI (전체) 0.217 0.247 0.009 

        (금융) 0.236 0.248 0.006 

 * 주가 및 환율의 경우에는 ΔPr |(ΔXt-1= 1)

         2. 기간에 따른 분류

        

          가. 1999.5~2002.3

모형에 이용된 

금융변수

(1)

Wald test(b0=c0=0)의 p값 

(2)

△Pr|(At-1=1)

(3)

△Pr|(△Xt-1=0.1)
*

  CD 수익률 0.229 -0.035 0.169 

  국고채(3년) 0.937 0.000 -0.014 

  환율 (원/엔) 0.902 0.004 -0.107 

       (원/달러) 0.937 -0.008 -0.019 

  KOSPI (전체) 0.731 -0.012 0.013 

        (금융) 0.988 -0.012 -0.002 

 * 주가 및 환율의 경우에는 ΔPr |(ΔXt-1= 1)

          나. 2002.4~2004.12

모형에 이용된 

금융변수

(1)

Wald test(b0=c0=0)의 p값 

(2)

△Pr|(At-1=1)

(3)

△Pr|(△Xt-1=0.1)
*

  CD 수익률 0.049 0.341 -0.129 

  국고채(3년) 0.045 0.397 -0.063 

  환율 (원/엔) 0.151 0.304 0.052 

       (원/달러) 0.093 0.357 -0.022 

  KOSPI (전체) 0.153 0.337 0.004 

        (금융) 0.065 0.295 0.018 

 * 주가 및 환율의 경우에는 ΔPr |(ΔXt-1= 1)



- 27 -

<표 5> 정부발언 및 정부의 영향을 제거한 한국은행 발언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추정계수 
정부발언 영향을 

제거한 

한국은행의 발언

전체 한국은행의 

발언
정부의 발언

CD(91일)
 0.294*

(1.993) 

  0.401**

(2.414)

-0.224

(-0.874) 

국고채(3년)
0.018 

(0.189) 

0.109

(0.989)

-0.081

(-0.522) 

종합주가지수
-0.021 

(-0.440) 

0.047

(0.812)

0.050 

(0.660) 

          * ( )내는 t값. ** 및 *는 각각 99% 및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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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부의 영향을 제거한 한국은행 발언의 

   통화정책 기조변경에 대한 예측력 

모형에 이용된 

금융변수

(1)

Wald test(b0=c0=0)의 p값 

(2)

△Pr|(At-1=1)

(3)

△Pr|(△Xt-1=0.1)
*

  CD 수익률 0.990 0.001 0.014 

  국고채(3년) 0.351 0.027 -0.045 

  환율 (원/엔) 0.681 -0.001 0.031 

       (원/달러) 0.587 0.002 -0.050 

  KOSPI (전체) 0.782 -0.007 0.010 

        (금융) 0.833 -0.005 0.007 

 * 주가 및 환율의 경우에는 ΔPr |(ΔXt-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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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화정책관련 발언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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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은행 발언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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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은행 발언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기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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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부발언 및 정부의 영향을 제거한 한국은행 발언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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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내용 요약

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99.05.06 금통위 금리의 하향안정화 정책을 유보

   05.17 부총재 급등한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  시사

   06.01 총재 금리는 실물경제의 회복속도를 관찰,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유도

   06.03 금통위 지난달과 변동 없이 현 수준 유지키로

   07.05 총재 향후 금리 안정적 유지

   07.07 금통위 7월중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7.13 관계자 현 단계에서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

   07.19 관계자 외신에 금리상승을 용인할  것이라고 언급한 소식 전해져

   07.23 한은 현재의 금리수준을 계속  유지

   07.30 한은 장기금리 조만간 안정될 전망

   08.05 총재 하반기 금리 안정적으로 운용

   08.23 금통위 8월 금리 현 수준으로 안정적 운용

   08.27 한은 위앤화가 절하될 경우 금리상승 용인

   09.02 총재 금리 당분간 현 수준 유지

   09.29 총재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09.30 해명자료 금리정책 기조 변화 없다

   10.07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

   10.27 금통위 당분간 금리 안정적 운용

   11.04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향후 물가상황 낙관할 수 없다

   11.10 금통위 당분간 금리 안정적 운용

   12.02 금통위 12월중 금리 현 수준 유지

00.01.06 금통위 1월에도 금리 안 올린다

   01.13 총재 금융시장 안정추이를 보아가며 장단기금리격차의 축소를 유도해

   01.24 총재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장기금리의 안정 도모

   02.10 금통위 콜금리를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 

   03.09 금통위 3월중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4.06 금통위 콜금리 현 5.0%수준 유지

   04.26 총재 물가상승압력 점차 높아질 전망

   05.04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6.08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7.06 금통위 7월 금리 올리지 않는다,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8.03 금통위 8월 콜금리 안 올린다,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9.07 금통위 한은, 콜금리 현 수준 유지 

   10.05 금통위 한은,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11.09 금통위 한은, 11월 콜금리 현 수준 유지

   12.07 금통위 한은,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1.01.11 금통위 1월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1.29 총재 콜금리 신축운용 - 인하가능성

   02.08 금통위 콜금리 0.25% 포인트 인하

   02.16 총재 국고채 과잉투자는 자본손실 초래할 수도

   03.08 금통위 3월 콜금리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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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01.03.09 총재 콜금리 목표수준 탄력조절

   04.06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4.18 총재 환율과 외환시장 감안 금리 탄력운용

   05.08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6.08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6.22 총재 경제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화정책 펼 것

   07.05 금통위 한은,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결정

   07.16 총재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신축 대응 - 금리인하가능성 시사

   07.18 총재 앞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줄고 안정화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

   08.09 금통위 콜금리 0.25%p 인하결정

   08.23 총재 저금리정책 현 기조대로 지속 시사

   09.06 금통위 한은, 콜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

   09.12 한은 현금 및 유동성 필요시 즉시 공급

   09.19 금통위 한은, 콜금리 0.5%p 전격 인하

   10.11 금통위 한은, 콜금리 현 4%수준 유지

   10.12 한은 시장금리안정대책 추진 

   11.08 금통위 콜금리 현 수준 유지

   11.09 총재 성장률 낮으면 금리 인하 여지 있다

   12.06 금통위 한은, 콜금리 현 수준 유지

02.01.10 금통위 콜금리 유지(4.0%)

   01.25 총재
금리 인하시 이자소득 감소, 부의 효과 및 현재-미래소비 대체 효과, 

소비증가

   02.07 금통위 콜금리 유지(4.0%). 통화정책을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 신축적으로 운영

   03.07 금통위 콜금리 유지(4.0%). 경기 회복세, 신축적으로 운영, 물가상승시 금리인상

   04.04 금통위 콜금리 유지(4.0%). 물가상승압력 우려, 금리인상에 대비 필요

   04.25 총재 거시경제지표와 경기회복 확인후 금리 인상 필요

   04.30 총재 콜금리 조정 확정된 바 없음. 급격한 통화정책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05.07 금통위
콜금리 인상(4.25%), 소비, 건설투자, 수출 증가, 투자 개선, 대출 증가, 

과잉 유동성 

   05.08 총재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막는 일은 없을 것

   05.14 총재 예대 금리 합리적 조정 필요, 장기자금 수요대비

   05.22 총재 환율 급락시 시장개입 가능, 콜금리 조정관련 시장에 줄 신호가 없음

   06.05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물가상승은 완화 향후 커질 것. 소비, 건설투자 호조

   06.21 총재 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좀더 지켜봐야할 것.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

   07.04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물가상승 완화, 상승세 지속, 높은 생산수준, 설비투자 

회복

   08.06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경기상승세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08.29 총재
부동산 인플레이션, 과소비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우려,  부동산 대책에  

협조

   09.12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실물경제 회복, 부동산, 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대외불확실성, 태풍피해

   09.17 관계자 향후 금리기조가 상승인 만큼 콜금리를 현재 목표치 보다 조금 높게 설정

   09.24 총재
금리인상이 시중 유동성 환수를 위한 근본적 대책, 부동산 과열 및 세계경제 

불안이 혼재

   10.10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증시침체, 경기 상승세, 물가 소폭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이라크전 등 국외 불확실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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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02.11.07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대외여건 불안, 부동산 안정세, 소비 및 건설투자 

부진, 수출 증가

   11.29 관계자 연말자금 시장 현 수준 유지, 가계대출세 둔화, 주택가격 폭등세 진정

   12.12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태풍 등으로 성장세 둔화, 수출신장세 지속, 부동산 

가격 안정, 물가 안정, 

03.01.09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소비둔화, 수출호조, 물가수준 상승세 지속, 이라크 

및 북핵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02.05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소비 및 투자위축, 물가 오름세, 미-이라크 불안감, 

수출호조

   02.06 총재
올해 5.5% 성장 가능, 미-이라크 지정학적 위험은 금리로 해소하는데 

한계

   03.05 금통위 콜금리 유지(4.25%), 유가상승,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이라크 문제 

   03.13 부총재보
SK사태로 인해 RP매수를 통해 유동성 공급, 국채 직접 매입도 고려, 

금리는 종합적 고려

   04.10 총재
현재 경기 바닥상태, 하반기 회복, 성장률 4.1%로 하향조정, 부동산고려 

금리인하 부정적

   05.13 금통위
콜금리 인하(4.0%) 사스, 북핵 고려, 부동산 안정보다 경기부양 선택, 

금리신축적 운영

   06.12 금통위 콜금리 동결(4.0%), 내수부진, 수출호조, 카드사 및 SK사태 안정세

   07.03 총재 4%성장 달성 난망

   07.10 금통위
콜금리 인하(3.75%), 부동산 가격 및 물가안정, 경기 침체, 3.1%대로 

성장률 하향조정

   07.15 총재 중소기업 대출 확대 요청,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적용

   07.22 한은 장기채권금리 상승은 경기 바닥 탈출의 기대감 반영

   08.07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하반기 경기회복, 물가안정세, 경상수지 균형, 

장기금리 상승

   09.09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세계경기 회복세, 수출 호조, 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

   10.09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수출호조, 내수위축, 부동산 가격 상승, 경기 회복 

가능성, 회복시 인상 검토

   10.10 부총재
경기회복 기미시 금리인상, 저금리로 인한 기업 원가 절감 효과, 급격한 

환율 변동 없음

   11.06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수출 호조, 내수침체, 경기회복세 뚜렷하지 않음, 

선진국 경제 회복

   12.11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부동산 가격 안정

   12.16 총재
남북경협 활성화(개성공단)를 통해 경쟁력 강화, 신용카드 내년 흑자경영 

가능, 물가 안정시 금리 인상안함

04.01.08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주택가격 안정, 내수침체, 고용 없는 성장, 

산업공동화, 경기회복 지연, 경기부양에 무게, 물가상승 압력도 존재

   02.06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수출호조로 경기 완만히 개선, 물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 자금수요 저조, 유동성 양호

   03.11 금통위
금통위, 콜금리 3.75% 동결, 물가 4% 가능성 있어, 상황별로 물가 대책 

마련 필요

   03.12 관계자 한은, 시장불안시 유동성확대, 환율개입

금통위 탄핵 불확실성 지속시 경기회복 지연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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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04.04.08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경기회복 초기 - 금리인상 논의할 시기 아니다

   04.27 부총재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 수요압력의 경기회복이 강해지면 

선제적으로 대응

   05.06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내수회복 지연 - 물가 안정으로 콜금리 동결, 회복 

본격화 때 금리 인상 검토

   05.11 관계자 현 단계에서 금리인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05.31 부총재보 거시전망 수정할 만큼 경기흐름 변화는 없다

   06.04 총재 콜 금리 내릴 계획 없다

   06.10 총재 콜금리 동결(3.75%), 경기 풀리고 물가불안 커질 때 금리인상 검토

   06.11 총재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뒷받침, 물가압력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처

   07.08 국회
금리정책 완화기조 유지, 물가상승 압력 증대되면 선제적 금리조정, 5% 

정도의 성장세 유지 전망

   07.08 금통위
콜금리 동결(3.75%) 해외금리인상에도 불구, 경기 부양적 저금리 기조를 

아직은 유지

   07.09 총재 콜금리 1% 내려서 소비가 살아나면 당장 할 것

   07.12 총재 통화정책,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소비, 투자 뒷받침하는 방향

   07.20 총재 금융시장 경화,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

   07.21 총재 돈 풀어도 유동성 늘지 않아

   07.27 금통위 경기상황 판단에 대해 금통위원간 이견 있는 듯

   07.28 관계자 현 콜금리 높지 않아 - 물가도 고려해야

   08.12 금통위 콜금리 인하(3.50%), 물가보다 경기 진작에 무게 중심 

   08.13 금통위원 콜 인하가 무더위 속 소나기 같은 효과 줄 것

   08.13 부총재보
국내의 콜금리인하는 효과가 다소 떨어졌다고 하지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일본식 장기불황, 유동성함정 아님

   08.20 총재 대출금리 인하 당부, 은행장들 금리인하로 자금유출 가능성 제기

   08.31 국장 콜인하 효과 금융시장서 나타나고 있다

   09.02 관계자 한은 물가부담 언급, 시장에 대한 시그널인가 

   09.09 금통위
콜금리 동결(3.50%), 콜금리 계속 내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 내년 물가가 

더 걱정

   09.17 총재 내년 체감경기 좋아질 것

   10.07 금통위
콜금리 동결(3.50%).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까지 고려, 

채권시장 철이 없다

   10.13 총재 금리결정에 정부 및 시장 의견은 참고, 그러나 결정은 금통위

   10.13 총재 통안증권 앞으로 줄일 것

   10.20 간담회 일본 제로금리 폐해 답습해선 안돼

   10.27 국장 콜금리 3.5%는 현 경기에 적절한 정도 

   11.11 금통위 콜금리 인하(3.25%), 환율 및 유가 동향이 물가 부담을 희석

   11.23 부총재보 경기부진 감안해도 금리 너무 낮다. 쏠림현상 나타남

   12.02 금통위원 물가상승 압력 완화됐다

   12.08 보고서 콜금리 인하해도 통화량 늘지 않아

   12.09 금통위
콜금리 동결(3.25%), 실질금리 마이너스 지속에 따른 부작용, 성장률 

수치보다는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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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대외발언내용 요약

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99.06.23 장관
금리에 대해서는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소비자물가가 0.7% 상승하는데 

그친 만큼 두 자릿수의 금리는 부적절

   07.13 장관 저금리 토대의 성장정책 변함없다

   07.23 차관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유지

   08.06 장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09.03 장관 내년 이후에도 저물가 저금리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계획

   11.23 차관보 내년 금리인상 없다

   11.25 경제정책회의 현재 경기상태는 과열이 아니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

00.01.07 장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선제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02.09 금융당국 재정경제부와 한은 양측은 콜 금리 인상안에 대해 의견조율

   02.10 장관 단기금리 추가 인상 없을 것

   03.15 장관 시중금리가 아직 높은 상태

   04.07 재정경제부 인플레 징후 없다

   04.27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콜금리인상 당분간 없을 듯

   05.03 경제수석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투신문제, 주식시장 문제 등이 해결돼 

금융시장이 안정됐을 때 해야 한다

   05.25 차관
국제수지 흑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 및 인위적인 환율절하 

달성하기 어렵다

   09.06 재정경제부 금리인상이 반드시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수단은 아님

01.03.27 강봉균 금리인하 촉구

   04.11 장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거나 원화  

가치하락을  유도하는 등의 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것

   06.14 산자부장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필요

   06.19 강봉균 콜금리 인하론

   06.28 여당 콜금리 인하 적극 검토

   06.29 재정경제부 7월달 금리는 한은이 많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

   08.08 장관 경기부양위한 금리 인하 요청 간접 시사 

   08.23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다음달 콜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울 것 이라고 

발언

   08.24 재정경제부 저금리기조 계속될 것 - 금리인하 효과 전체적으로 긍정적

   09.13 차관보
현재 2단계, 3단계 비상계획 - 국채발행을 통해 5조원 이상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 

   10.08 정부 3단계 비상경제대책 가동

02.02.08 장관 부동산 투기, 금리로 해결 어려워

   03.13 차관보 통화긴축 논할 때 아니다

    * 발언자의 부처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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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언자* 발언요지

02.03.13 예산처장관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하며  금통위도 4, 5월 금리인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07.25 장관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과 국채발행 시기의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유도

   08.06 차관보 한은총재의 금리인하 불가 발언은 너무 단정적

   08.29 관계자 콜금리 인상 등 금리정책을 동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09.02 장관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

   09.04 차관보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금리 등 금융정책은 신중 기해야

   09.06 차관 금리인상, 정부 의도와 맞지 않아

   09.10 장관 현 단계에서 금리정책 효과 있을지 의문

   09.12 장관 금리인상 부적절

   09. 6 장관 금리인상 부적절

   09.26 관계자 유동성 과잉 크게 걱정 안 한다

   10.02 차관
금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 불가피 - 금통위 회의에 참석, 열석 

발언권을 행사 시사

   10.02 장관 금리 인상 신중 기해야 

   11.01 보도자료 외신보도 인용해 금리인상 간접 반대 시사 

   11.06 국민생활국장 물가관련, 금리인상 주장 맞지 않다

03.02.21 강봉균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금리 정책이 현 정부에서 금리를 낮출 만큼 낮춰 현 

상황에서 추가로 활용할 여지가 없다

   02.21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재정경제부는 재정정책을 우선 

동원

   02.27 장관 인위적 경기부양 안해 - 금리조정은 쉽지 않다 

   04.22 장관
물가가 3%대로 낮아지게 된다면 금융정책에 다소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

   04.30 장관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현재 금리는 4.25%로 

상대적으로 높아 탄력적으로 운용

   05.06 차관보 금리인하 대세 분위기

   10.09 장관 금리 인상은 경제 위축

   11.06 관계자
금리 인상이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미지수, 

환율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금리 정책

04.01.28 장관 현재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대

   02.13 관계자 정책금리 변화 고려 시기 아니다

   04.23 장관 한국 금리인상 요인 크지 않음 

   04.27 장관 저금리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

   05.07 장관 국내 금리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07.27 차관보 금리 올리겠다는 생각 전혀 없다

   07.29 경제정책국장 당분간 금리정책 중립 바람직

   08.27 장관 추가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동원은 조심스런 부분

   09.03 금융정책국장
물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지 않다 - 콜금리를 올려야 했을 때 

올렸다면 충분한 인하가 가능했을 것

   10.11 국감자료 재정경제부, 콜금리 인하 효과 있어

   12.07 장관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

    * 발언자의 부처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