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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논문은 주식수익률의 예측성에 관한 재무경제학 연구 성

과와 통화정책효과에 대한 통화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통합하면서 한국

의 경우를 대상으로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주

식시장 파급경로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본 논문은 통.
화정책지시변수의 변화와 주식수익률의 장기예측성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단기시계 모1992 3 2008 6 VAR

형과 주식초과수익률의 동태적 회계항등식을 사용하면서 수행된 실증

분석에 의하면 통화정책변수는 누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장기

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 분산을

설명하는 핵심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정책변수는 주로 미.
래배당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여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

프라이즈 분산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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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규명작업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여전히 상당한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이

다 통화정책변수의 변화 특히 정책금리의 변화로 나타나는 통화정책조치. ,
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통화당.
국은 정책금리의 변화를 통하여 자산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켜 궁극적인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통화경로(money
와 신용경로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통화경로channel) (credit channel) .

는 통화와 대체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시장을 상정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

는 통화보유의 수익률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자산 특히 채권에 대한 수요

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변화는 기업들이 수행하는 투자 프로.
젝트들의 순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여 실물경제활동에 영향

을 미친다 최근 통화경로에 대한 실증연구는 통화정책과 단기금리의 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소위 유동성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효과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Christiano and

등Eichenbaum(1992), Pagan and Robertson(1995) ).

한편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는 기업의 차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대출

시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전파경로이다 정책금리의 변화는 기업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차입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대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은 기업대출크기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발생되

는 은행 의존적 차입기업들에 대한 신용 제약은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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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될 만큼 충분히 클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의 변화가 은행의존도가 높.
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면( , Bernanke and Blinder(1992), Oliner and Rudebusch(1992),
Gertler and Gilchrist(1994), Bernanke and Gertler(1995), Bernanke,

등Gertler, and Gichrist(1996), Cooley and Quadrini(1998) ).

최근 들어 금융혁신의 진전과 은행대출 대체수단들의 급성장이 이루어짐

에 따라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대두

되었다 특히 은 상업은행들의 기업대출비중이. Edwards and Mishikin(1995)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은 통화정책과 은Thornton(1994)
행대출간의 연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이에 대한 자연스.
러운 반응과 적극적 주주 개입주의 의 부상과 더불어(shareholder activism)
주식시장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1)
주식의 가치는 할인된 미래 배당가치의 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정

책의 변화는 미래 배당가치를 할인하는 할인율의 변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

라 예상되는 미래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서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는 가지의 자산 즉. Chami, Cosimano and Fullenkamp (1999) 3 ,
통화 주식 물적 자본이 존재하는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고 통화정책에 의, ,
한 자산 가치 즉 실질구매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세금, (inflation
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식보유자는 배당에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세금tax)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실질자산에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세금에 노출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화에 의해 채권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Chami, Cosimano and
는 통화정책의 주식시장 전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예시Fullenkamp (1999)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통화쇼크가 실질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1) 적극적 주주 개입주의 는 개인 주주 들 뿐만 아니라 뮤추얼펀드와 연기금펀(shareholder activism)
드 매니저들은 성과가 나쁜 기업들에게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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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최근에 경제변화에 기인하여 통화정책의 주

식시장 파급경로는 점차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주식시장의 역할에 대한 실증

연구와 이론 연구도 통화정책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소비 간의 상호작용, , ,
을 규명하기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 관련하여 통화정책변수의 역할을 검토하

는 연구들과 관련되어 있다 년 말부터 자산 가격 특히 주가는 예측불. 1980 ,
가능하다는 일정기대수익률가설 을(constant expected returns hypothesis)
다양한 방법으로 검정하고 일정기대수익률가설을 기각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 Fama and French
(1988, 1989), Porteba and Summers (1988), Lo and MacKinlay(1990),

등 참Campbell and Shiller (1988a, 1988b), Campbell(1991), Hodrick(1992)
조 특히 와 은 장기시계 회귀). Fama and French(1988, 1989) Hodrick(1992)
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장기 주식수익률은 단기 주(long-horizon regression)
식수익률보다 배당수익률에 의해 더 양호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와 은 단기시. Campbell and Shiller (1988a, 1988b) Campbell(1991)
계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 을(short-horizon vector autoregressive method)
사용하면서 배당수익률에 의해 주식수익률이 예측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은 주식수익률 예측성에 관한 재무 분야의 연1990
구결과들과 통화정책의 역할을 연결시키면서 통화정책의 주식시장 파급경

로를 규명하고자하는 소수의 실증연구가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는 의 장기시계 회. Patelis(1997) Fama and French (1988a, 1988b)
귀분석과 의 단기시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Campbell and Ammer(1993) VAR

2) 통화정책과 주식시장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베이를 위해서 Selin(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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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통화정책변수인 페더럴펀드금리는 미래의 기대주식초과수익률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는 긴축적 통화정. Patelis(1997)
책쇼크는 처음에 기대주식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고 이어서 기대주식초과수

익률을 증가시키며 통화정책쇼크는 기대주식초과수익률과 미래의 기대배당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나 미래의 기대실질금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도 페더. Bernanke and Kuttner(2005)
럴펀드선물계약에 의해 시사되는 페더럴펀드금리의 서프라이즈 변화부분을

구축하고 의 단기시계 분석방법을 사용하Campbell and Ammer(1993) VAR
면서 통화정책쇼크는 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기대실질금리가 아Patelis(1997)
니라 미래의 기대주식초과수익률과 기대배당수익률을 통해서 주식초과수익

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가 주식수익률

의 예측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은 어떠

한 경로를 통하여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에 정동준.
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한국의 주식시장 월간 데이터(2007) 1981 1 2006 12

를 사용하면서 가 제시한 일정기대수익률 모형Campbell and Shiller(1988)
과 시변 위험프리미엄모형이 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는 실증분석결과1%
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개월 주식. 1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동준 은. (2007)
한국의 월간 주식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월별 계절 더미들과 과거의

로그 배당 주가비율과 실질배당성장률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
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 통화정책의 역할을 연결하여 검토하는 실증분석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주식시

장 파급경로를 주식수익률 예측성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연

구의 성격을 가진다.



- 5 -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먼저 와 마찬가지로 주식수익률의 장Patelis(1997)
기예측성이 통화정책의 지시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단기시계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식수익률의 장기시계 예측성. VAR
과 통화정책의 지시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에 의해Hodrick(1992)
사용된 검정통계량이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가. Campbell and Ammer(1993)
제시한 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분해를 수행하여 통화정책의 지시변수가 가

지는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고 통화정책이 주식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

는 파급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의. Patelis(1997)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통화정책변수와 금VAR
융변수들 이외에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실물경제활동변수로 산업생산

변수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으며 통화정책변수의 변화가 업종별 주식수익

률의 예측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와. II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제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 III VAR
형을 정형화하고 통화정책변수가 주식수익률의 예측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통화정책변수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누적효과 통화정책쇼크가 주식시장전체와 산업포트폴리오별 주가지,
수에 기초하여 계산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예측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

도와 파급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 제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 IV
를 요약하고 시사점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변수와 데이터에 대한 설명II.

표본기간은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어 금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시작하였던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1992 3 -2008 6
기간으로 설정되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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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의 예측성이 존재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정동준 과 미국(2007)
의 경우에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 통화정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와 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월Patelis(1997) Bernanke and Kuttner(2005)
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통화정책과 주식수익률 예측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

하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본데이터는 통화정책변수 주식수익률과 관련,
된 금융변수들 실물경제활동변수로 구성된다, .

통화정책변수로는 콜금리 가 사용된다 실제로 콜금리는 년(CALL) . 1999 5
월 부터 년 월까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금리로 사용되었다 또한 콜금2008 2 .
리는 직접적 통화정책변수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도 은행지준공급 쇼크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통화정책조치의 지시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는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직접적 통. Bernanke and Blinder(1992)
제대상변수가 통화총량이거나 또는 정책목표금리이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은행지준공급 쇼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페더럴펀드금리가 실질거시경제변

수들의 미래 움직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변수이고 이러

한 의미에서 은행지준시장의 가격변수인 페더럴펀드금리는 매우 양호한 통

화정책조치의 지시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 한국의 경우를. Kim(2000)
대상으로 통화정책쇼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축한 구조 모형에서VAR
통화정책의 직접적 통제변수가 통화총량이었던 기간에도 콜금리는 중심적

인 통화정책의 지시변수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서 콜금리가 통화정책의 직접적 통제대상변수가 아닌 기간이 포함된 본 논

문의 실증분석에서도 콜금리가 통화정책의 지시변수로 사용되었다.

주식초과수익률과 관련된 금융변수들은 Campbell and Shiller (1988a,
에 의해 특히 주식수1988b), Campbell(1991), Campbell and Ammer(1993)

익률의 예측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통화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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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주식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과Patelis(1997)
에 의해 사용된 변수들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Bernanke and Kuttner(2004) .

되는 금융변수들은 실질초과주식수익률 실질금리 장단기(LNEXR), (RINT),
금리스프레드 로그배당수익률 상대적 단기채권금리(SPREAD), (LNDPR),

이다 이상과 같은 금융변수들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RB) .
는 명목종합주가지수 배당수익률 개월물 국고채금리와 유통수익률 소, , 3 CD ,
비자물가지수이다.

명목종합주가지수( 는 년 월 일을 으로 설정한 월평균지수이) 1980 1 4 100
다 배당수익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연율로 정리된.
월간 배당수익률이다 월간 배당수익률 과 월평균명목종합지수를 곱하면. (%)
월간 명목배당 시계열이 구해진다 이 경우 사용되는 월간 배당수익률. (%)
은 연율이기 때문에 월간 주당 명목배당은 과거 일년 동안에 이루어진 배

당을 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해진 월간 주당 명목배당은.
과거 일년 동안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해

당 월에 이루어진 명목배당 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여 월간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월간 명목배당( 은 연율)
배당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된 월간 명목배당을 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12
여 계산되었다 업종별 월간 명목배당도 업종별주가지수와 업종별 월간 배.
당수익률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월간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무위험금리는 개월물 무위험1
채권금리가 분석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월물 국고3
채 금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월물 국고채 금리도 실제로 년 월. 3 2000 10
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월물 국고채금리에 상응하는 무위험금3
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월물 국고채금리를2000 10 2008 6 3
개월물 유통수익률에 회귀하여 구해진 회귀식을 이용하여 년 월3 CD 1991 3
부터 년 월까지 기간 동안 생성된 개월물 국고채금리가 사용되었200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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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한편 실질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월간 소비자물가지수의 로그 차분으1
로 정의되는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 사용되었다) .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은 월말기준 명목종합주가지수(LNEXR) ( 와 월간)
명목배당( 을 이용하여 로그 주식총수익률) (  ln   ln   을)
구하고 국고채 개월 금리3 ( 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로그 차분으로 정의되) 1
는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공제하여 구하였다 즉 월간 실질주식초과) .
수익률은 ln      로 정의되었다 실질금리 는 시장의 단. (RINT)
기실질금리이며 개월물 유통수익률에서 월간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공제3 CD
하여 계산되었다 장단기금리스프레드 는 년물 국고채 수익률에. (SPREAD) 5
서 개월물 국고채 수익률를 공제하여 정의되었다 로그배당수익률3 .

은 월간 로그 배당 주가비율(LNDPR) - (ln  ln    이며 월간 기) %
준 배당 주가비율에 을 곱한 값에 로그를 취하여 구하였다- 100 .4) 상대적
단기채권금리 는 현재 개월물 유통수익률과 과거 년 동안 개월(RB) 3 CD 1 3
물 유통수익률의 이동평균의 차이 즉CD ,   



  



  로 정의되었

다 한편 실물경제활동변수로는 계절조정된 산업생산 증가율 이 사용되. (IP)
었다.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수집

되었으며 다만 산업포트폴리오별 로그배당수익률과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은

한국은행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되었다 표 은 주요 변수들의 요. < 1>
약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3)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기간 동안 개월물 국고채금리2000 10 2008 6 3 ( 를 개월물 유통수익률) 3 CD
( 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다 회귀계수는.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1%  와  는 각각 과 이다0.9910 0.9820 .

4)  주가지수( 연율기준 배당수익률 월간 명목배당이므로 월간 로그 배)x (%) x (1 /1200)=
당 주가 비율-  ln  ln이다 따라서 표시 월간 로그 배당 주가 비율. % - =ln [()

이고 표시 연간 로그 배당 주가 비율x 100] % - =ln [(   으로 계산된다x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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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간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 1> (1992.3-2008.6)

- CALL
연간( %)

RB
연간( %)

RINT
월간( %)

SPREAD
연간( %)

LNDPR
연간( %)

LNEXR
월간( %)

IP
월간( %)

평 균 7.98 -0.42 0.75 0.67 0.44 -0.35 0.62
표준편차 4.78 2.28 0.48 1.07 0.35 7.58 2.08
최 대 값 25.34 9.72 4.31 3.27 1.03 20.04 6.14
최 소 값 3.25 -9.08 0.28 -3.93 -0.51 -27.22 -6.10
주 표 에서 은 원래 콜금리 자료이며 모형에서 사용되는 은 정상성: < 1> CALL VAR CALL

확보를 위해 차분 콜금리를 나타냄(stationarity) 1 .

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분해와 통화정책변수의 역할III.

주식초과수익률 항등식과 단기시계 모형1. VAR

본 논문에서 주식수익률의 예측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은

Campbell and Shiller(1988a, 1988b), Campbell(1991), Campbell and
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주식초과수익률의 동태적Ammer(1993)

회계항등식과 단기시계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형화VAR .
전략은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변화를 미래 실질금리 미래 배당,
성장률 미래주식초과수익률에 대한 예상수정부분으로 분해하기 위해 로그,
주식초과수익률에 대한 로그선형근사를 사용하고 관련된 기대치를 추정하

기 위해 단기시계 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VAR .

  기의 주식가격,      기 동안 지불되는 배당이면 기말부터

 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주식총수익률은

             와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로그 주식총수익률은.
    ln     ln        ln로 나타낼 수 있다 로그 주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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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의 양변에 대하여 로그 선형근사를 수행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무

위험금리를 사용하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      는 할)
인된 미래배당성장률 할인된 미래실질금리 할인된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 ,
률 예상에 대한 수정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

   
  

∞

   
  

∞

     (1)

여기서 는 로그 명목배당, 는 실질금리, 는 할인율이다. Campbell and
에서 상세하게 논의된 바와 같이 할인율Shiller (1988a, 1988b) 는 주가

배당에 대한 주가의 정상상태 비율을 의미하며 실증분석을 위해서+
 exp 식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여기서. 은 로그 주식총수익률의 표

본평균, 는 배당성장률의 표본평균과 같다고 설정된다.6) 실질주식초과수
익률의 서프라이즈(      는)    로 나타내고 할인된 미래배당성장

률 할인된 미래실질금리 할인된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 ,
정을 각각   ,    ,    로 나타내면 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1)
다시 정리될 수 있다.

    
   
   
    (2)

식 로 나타낸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관한 동태적 항등식(2)
을 사용하여 예상치 않은 통화정책쇼크가 미래배당성장률에 대한 예상변화,
미래실질금리에 대한 예상변화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대한 예상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추론된다 이와 같은 추론을 실증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모형이 사용된다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측정하거나 또는 예VAR .

5)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관한 동태적 회계항등식에 대한 상세한 도출과정은 Campbell
참조and Shiller(1988a, 1988b), Campbell(1991), Bernanke and Kuttner(2005) .

6)  exp   로 추정된다exp(0.001881-0.006429)=0.99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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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벡터 로 나타내도록 하자 본 논문.
의 실증분석을 위한 에는 제 장의 논의와 외생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II
로 콜금리 상대적 단기채권금리 실질금리 장단기(CALL), (RB), (RINT),
금리스프레드 로그배당수익률 실질주식초과수익률(SPREAD), (LNDPR),

산업생산증가율 의 개 변수가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다 통(LNEXR), (IP) 7 .
화정책의 지시변수인 콜금리는 주로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지준공급측

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첫 번째 변수로 위치하였으며 통화정

책에 의한 콜금리의 변화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예측하기위해 사용되는

금융변수들의 변화로 반영되기 때문에 금융변수들은 콜금리 다음에 위치하

였다 이어서 콜금리 변화와 금융변수들의 변화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과 이.
어서 산업생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평균을.
제거한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콜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단위근 검정의 결과에 의해 콜금리는.
평균을 제거한 상태에서 차분한 값이 사용되었다 또한 모형은1 . VAR

에 의해 시차를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SBC(Schwartz Bayesian Criterion) 1
같이 설정되었다.

        (3)

여기서 는 계수행렬이고   은 오차항 벡터이다 표 는 년. < 2> 1992 3
월부터 년 월까지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시차 모형을 추정한2008 6 1 VAR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을 배제하고 부호만을 고려하면 실질.
주식초과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시차를 가진 콜금리 인상 로그배당수익률1 , ,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산업생산증가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차를, 1
가진 상대적 단기채권금리 장단기금리스프레드 실질금리는 음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 포함된 변수들 모두는 자기 자신의. VAR
시차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절대값이 이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1 1
에서 안정적인 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은 추정된AR(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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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경우 콜금리 인상 충격이 각 변수VAR
에 미치는 직교충격반응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 < 1>
는 바와 같이 콜금리 인상 충격이 각 금융변수들과 산업생산 증가율에 미,
치는 효과는 대체로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금리 인상.
충격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은

대략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14
산업생산증가율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영향은 개월 동20
안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계수의 추정 결과< 2> VAR 1), 2)

주 첫 번째 행과 열은 각각 종속변수들과 시차 설명변수들을 나타내며 모형의: 1) 1 VAR
추정에 사용 된 표본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임1992 3 2008 6 .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CALL(-1) 0.330
(0.073)

0.516
(0.053)

-0.217
(0.034)

-0.041
(0.035)

-0.003
(0.008)

0.740
(0.529)

-0.335
(0.146)

RB(-1) -0.010
(0.037)

0.887
(0.026)

0.018
(0.017)

-0.003
(0.017)

0.008
(0.004)

-0.810
(0.266)

-0.105
(0.073)

RINT(-1) -0.083
(0.144)

-0.074
(0.103)

-0.041
(0.067)

0.386
(0.068)

-0.022
(0.017)

-1.251
(1.037)

-0.224
(0.287)

SPREAD(-1) 0.207
(0.083)

0.103
(0.060)

0.849
(0.039)

-0.136
(0.039)

0.012
(0.010)

-0.051
(0.599)

0.182
(0.166)

LNDPR(-1) 0.222
(0.223)

-0.132
(0.160)

-0.233
(0.104)

-0.291
(0.105)

0.933
(0.026)

3.327
(1.603)

-1.183
(0.443)

LNEXR(-1) -0.009(0.009)
-0.006
(0.007)

0.012
(0.004)

-0.004
(0.004)

-0.003
(0.001)

0.297
(0.068)

0.041
(0.019)

IP(-1) 0.006
(0.035)

0.005
(0.025)

-0.017
(0.016)

0.018
(0.016)

-0.0002
(0.004)

0.399
(0.250)

-0.352
(0.069)

 

  0.15/0.13 0.91/0.91 0.83/0.83 0.31/0.29 0.90/0.90 0.21/0.19 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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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추정치의 아래에 있는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2) VAR .
또한 모형에 포함된 각 추정식의 결정계수VAR (  와 조정결정계수) ( )
는 각각 과 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0.15~0.91 0.13~0.91 .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추정식의  와  는 각각 과 로 이와 유사한0.21 0.19
분석을 수행한 의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추정식의Patelis(1997)  와  가

각각 과 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0.076 0.049 .
그림 콜금리 인상에 따른 직교충격반응함수< 1>

0.0

0.4

0.8

1.2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CALL to CALL

-0.4

0.0

0.4

0.8

1.2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RB to CALL

-.12

-.08

-.04

.00

.04

.08

.12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RINT to CALL

-.5

-.4

-.3

-.2

-.1

.0

.1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SPREAD to CALL

-.02

.00

.02

.04

.06

.08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LNDPR  to CALL

-3

-2

-1

0

1

2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LNEXR to CALL

-.8

-.6

-.4

-.2

.0

.2

2 4 6 8 10 12 14 16 18 20

Response of  IP  to CALL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 2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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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과수익률의 장기예측성과 통화정책변수의 역할2.

이 절에서는 통화정책변수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추정한다 이와 같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장기예측성은 이. Hodrick(1992)
제시한 검정방법을 사용하면서 추정될 수 있다 식 에 의해 제시된 시차. (3) 1

모형으로 부터VAR { 는 공분산 정상과정} (covariance stationary
을 따르기 때문에process)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

여기서 와 은 각각 항등행렬 과 시차연산자(identity matrix) (lag
이다 따라서operator) . 과정의 무조건부 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5 )

여기서 는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행렬 즉VAR - , ≡     ′이다.
또한 와   간의 무조건부 공분산 행렬은    이다 따라서. 

에 포함되어 있는 번째 변수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장기누적효

과의 크기에 대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6 )

여기서  는 에 포함되어 있는 번째 변수가  기부터  기 까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의 누적크기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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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과 번째 변수의 위치에 해당되는

원소는 이고 나머지 원소들 모두는 인 선택벡터 이다1 0 (selection vector) .

한편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대한 누적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들의 설명력

(implied   은 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 Hodrick(1992)
산할 수 있다 우선. 기간 동안  합의 분산 는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선택벡터를 이용하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

적 총분산은 ′ 이다 따라서. 기간 동안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분산 (′  에서 개별 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식 과 같이(7)
구하여진다.


    

 ′
′

 (7)

따라서 
 은 기간 동안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누적 변동에 대한 개별변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또한 기간 동안 충격의 누적 총분산은

  
  



      ′  ′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과 같이 구한. (8) 
는 에서1 기간 동안 실질주

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분산에서 충격의 누적 총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감한 것으로 기간 동안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변동 중에서 설명

된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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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따라서 
는 기간 동안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분산에 대한 모

든 설명변수들의 종합적 설명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 절의 실증분석은 전체표본기간인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기간1992 3 2008 6
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추정된 계수들과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행렬VAR -
을 이용하면서 를 추정하기 위해   이 사용되었다.   추정치
의 표준오차는 랜덤화 방법을 사용하여 번의 재추정을(randomization) 1000
통하여 계산되었다.7) 식 과 식 을 사용하여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영(7) (8)
향을 미치는 개별 설명변수의 설명력 

 와 모든 설명변수들의 설명력


이 계산되었다 표 은. < 3>   인 경우 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누적효과에 대한

추정치 (와 관련된 통계량들을 정리한 것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콜금리 상승은 개월까지 누12
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다가 그 이후에는

그 영향이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설명변수별 실질주.
식초과수익률의 장기예측성 추정치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한 그림 에서< 2>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절에서 구한 콜금리의 충격반응함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금리의 충격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대

략 개월 전후에서 의 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개월부터14 0 1
7) 이 절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랜덤화 방법은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값을 정규화(rsndomization) VAR
한 뒤 무작위 비복원 추출함으로써 수행된다 이어서 모형의 추정치와 비복원 무작위 추출된. VAR
잔차값을 사용하여 구한 종속변수 값들을 사용하면서 모형을 재추정하는 방식으로 번 반VAR 1000
복하여 표준오차가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랜덤화방법은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값을 정규화. VAR
한 뒤 무작위 복원추출함으로써 수행되는 부트스트랩핑 방법이 표본기간에 포함되는(bootstrapping)
외환위기기간의 잔차들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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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까지의 충격반응크기를 누적하면 대략 개월 전후에서 가장 큰 값14 14
을 가진 후에 서서히 낮아지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랜.
덤화방법에 의해 구한 표준오차에 의하면 이와 같은 콜금리 상승이 누적적

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약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수익률의 상승. < 2>
은 개월까지 누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30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당수익률의 상승은 콜금리의 상승과 비교하.
여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대하여 훨씬 더 장기적이고 훨씬 더 크게 실질주

식초과수익률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도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 단기채권금리의 상승은 대략.
개월까지 누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반9
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상승은 대략 개월까지 누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9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변수들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

경우를 살펴보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분산에서 콜금리 상대적 단,
기채권금리 배당수익률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각각, ,

로 추정되었다2.99%, 12.91%, 6.96%, 2.80% .   의 경우에 실질주식초

과수익률 누적 총분산의 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29% VAR
모형에 포함된 모든 설명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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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장기예측성 추정< 3> ()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0.12
(0.72)

-0.96
(0.32)

-1.81
(1.37)

0.98
(0.69)

1.14
(2.38)

0.35
(0.07)

0.58
(0.27)


  0.0003 0.0844 0.0162 0.0194 0.0028 0.1225 0.0258

 0.21

  
-1.40
(1.88)

-2.87
(0.94)

-3.91
(3.38)

2.91
(1.97)

6.43
(7.19)

0.60
(0.21)

0.93
(0.59)


  0.0088 0.1864 0.0186 0.0421 0.0217 0.0902 0.0166

 0.13

  
-4.29
(3.48)

-4.65
(1.68)

-4.34
(5.78)

3.92
(3.52)

15.82
(14.02)

0.73
(0.37)

1.12
(1.04)


  0.0284 0.1693 0.0079 0.0263 0.0452 0.0463 0.0082

 0.29

  
-5.69
(4.96)

-5.24
(2.25)

-4.44
(7.81)

3.16
(4.75)

25.33
(20.22)

0.73
(0.50)

0.96
(1.40)


  0.0299 0.1291 0.0050 0.0103 0.0696 0.0280 0.0036

 0.29

  
-6.00
(6.27)

-5.21
(2.70)

-4.84
(9.52)

1.90
(5.81)

34.07
(25.79)

0.67
(0.60)

0.66
(1.70)


  0.0253 0.0952 0.0044 0.0028 0.0941 0.0176 0.0013

 0.24

  
-5.94
(7.45)

-4.90
(3.06)

-5.52
(10.96)

0.73
(6.71)

41.52
(30.76)

0.59
(0.68)

0.33
(1.96)


  0.0203 0.0702 0.0048 0.0003 0.1165 0.0114 0.0003

 0.18

  
-5.62
(8.54)

-4.49
(3.37)

-6.36
(12.20)

-0.12
(7.48)

47.51
(35.22)

0.51
(0.76)

0.05
(2.18)


  0.0161 0.0520 0.0056 0.0000 0.1346 0.0076 0.0000

 0.12

주 괄호안의 수치는 랜덤화 방법에 의해 구한 표준오차임 본 실증분석: (randomization) .
에서는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값을 정규화한 뒤 무작위 비복원 추출한 다음 모형VAR VAR
의 추정치와 추출된 잔차값을 사용하여 구한 종속변수 값들을 구하여 모형을 재추정하VAR
는 방식으로 번 반복하여 표준오차가 계산되었음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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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예측변수별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장기예측성 추정치 변화< 2>



- 20 -

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분해와 통화정책변수의 파급경로3.

이 절에서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설

명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통화정책변수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실.
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      는 할인된 미래배당성장률) ,
할인된 미래실질금리 할인된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차 모형인. 1 VAR         로부터 다음

과 같은 식이 구해진다.

         
   ( 9 )

이제 는 에 포함되어 있는 번째 변수위치에 해당되는 원소가 을 가1
지고 나머지 원소들 모두가 인 선택벡터라고 정의하자 따라서0 . 와 은

각각 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변수와 실질금리변수가 위치

하는 원소에 을 가지고 나머지 원소들 모두가 인 선택벡터이다 실질주1 0 .
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관한 동태적 항등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

각 모형의 계수추정치들과 잔차 벡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VAR
있다.

   ≡        ′   ( 10 )
         

  

∞

      ′       ( 11 )

   ≡    
  

∞

      ′      ( 12 )

할인된 미래배당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 요소는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

프라이즈에 관한 동태적 항등식을 이용하여 잔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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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해진다 이와 같이 할인된 미래배당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 요소를.
잔차로 구하는 과정은 미래배당에 대한 특정한 배당정책의 가정과 월간 배

당의 계절변동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진다.

이제 통화정책이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

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대한 분산이 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VAR
예상치 않은 변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자 실질주.
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관한 동태적 항등식으로부터 실질주식초과

수익률의 서프라이즈의 분산은 할인된 미래배당성장률 할인된 미래실질금,
리 할인된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분산과 공분,
산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을 구성하는 각 분산 또는 공분산

에서 를 구성하는 각 변수에 대한 충격이 각 분산 또는 공분산을 설명VAR
하는 정도가 추정될 수 있다 행렬. 는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행렬VAR -
을 촐레스키 분해 하는 하위삼각행렬이라고 하자(Choleski decomposition) .
즉  ′  ′이다 따라서.   

 라고 정의하면  ′  이다.
를 의 (6, 원소라고하자) .    는 를 구성하는 번째 변수의

직교충격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를 구성하는 번째 변수의 직교충격이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 예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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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은     ′        로 추정될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를 구성하는 번째 변수의 직교충격이 미래실질금리

예상에 대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은     ′      에 의해 구

해질 수 있으며 미래배당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 같이 잔차요소로 구해질 수 있다.

한편  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의 직교충격이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

프라이즈 미래실질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정 미래실질금리 예상에 대, ,
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의 합은 각각     



   ,   


    ,
    



     로 구해지고 미래배당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의 합은 식 에 의해 잔차요소로 구해진다(2) .

표 표 표 은 각각 전체표본기간 외환위기 이전기간 외환< 4>, < 5>, < 6> , ,
위기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추정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서프라이즈에 대

한 분산분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셀의 비율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
프라이즈의 분산에 대한 를 구성하는 개 변수에 기인하는 미래실질주식6
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정 미래실질금리 예상에 대한 수정 미래 배당, ,
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의 분산과 공분산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표의 마지막 열에 있는 합계는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 예상에 대한 수정,
미래실질금리 예상에 대한 수정 미래 배당성장률 예상에 대한 수정의 분산,
과 공분산이 실질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며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는 를 구성하는 각 변수가 실질초

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나타낸다.

실증분석결과는 분석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은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과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들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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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공분산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는 반면 미래실질금리와 관련된 분산과

공분산에 의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부분만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
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외환위기 이전

기간 에는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 이 미래실(1992.3-1997.10) (132.06%)
질주식초과수익률과 관련된 분산 보다 상대적으로 더 기여한 반면(79.42%)
외환위기 이후기간 에는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과 관련된(1999.1-2008.6)
분산의 상대적 기여도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
과는 단순비교를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질적으로 Campbell and

와 의 분석결과와 어느 정도 일Ammer(1993) Bernanke and Kuttner(2005)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화정책변수는 주로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어서 미래배당성장율과 미래실질주식초과수익률과 관련된 공분산과 미래실

질주식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통화정책변수.
는 미래실질금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기.
간의 경우 통화정책변수는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의 70.18%
를 설명하는 반면 배당수익률은 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47.04% .
환위기 전후기간을 비교해보면 통화정책변수와 배당수익률은 각각 외환위

기 이전기간에는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의 과71.78%
를 설명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와 를 설명하39.16% 47.14% 48.50%

였다 외환위기 이후기간에는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설명.
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통화정책변수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미래배당성장률과 미래실질초과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여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의 정도를 설명하는 매우 핵심1/2
적인 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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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분해< 4>
전체표본기간( : 1992.3-2008.6)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합계(%)
 47.38 8.37 4.91 2.98 78.33 6.15 0.44 148.59


 -4.19 -0.44 -5.92 -3.40 -4.55 -1.07 0.14 -19.44
 

 -112.38 -16.84 1.11 -0.62 -55.21 -51.51 -1.04 -235.50
 0.09 0.01 1.78 0.96 0.06 0.04 0.01 2.97

 
 4.98 0.43 -0.67 0.35 1.60 4.50 -0.17 11.04

 134.29 8.20 0.22 0.13 26.80 23.50 0.60 193.30
합계(%) 70.18 -0.26 0.99 0.41 47.04 -18.37 0.00 100.00

표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분해< 5>
외환위기 이전기간( : 1992.3-1997.10)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합계(%)
 4.04 1.09 6.28 10.05 57.70 0.18 0.05 79.42


 -3.46 -0.45 5.15 -0.53 2.03 0.14 0.03 2.92
 

 -12.00 -3.78 -26.49 -17.57 -40.46 -7.60 -0.15 -108.08
 0.73 0.04 1.05 0.00 0.01 0.02 0.00 1.90

 
 5.11 0.81 -10.82 0.45 -0.71 -3.01 -0.05 -8.23

 77.35 1.48 18.62 8.55 20.59 5.30 0.10 132.06
합계(%) 71.78 -0.79 -6.16 0.96 39.16 -4.94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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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분해< 6>
외환위기 이후기간( :1999.1-2008.6)

산업포트폴리오별 주식초과수익률의 분산분해와 통화정책변수4.
의 파급경로

이 절에서는 산업포트폴리오별로 통화정책변수가 산업포트폴리오 실질주

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에 대한 분산분해를 수행하여 산업포트폴리오별

통화정책변수의 상대적 기여도와 파급경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
단기시계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 중에서 산업포트폴리오별 로그 배당VAR
수익률과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은 산업포트폴리오별 주가지수와 배당수익률

데이터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앞 절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산업포트폴리오별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은.
외환위기 이후기간인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1999 1 2008 6
이루어졌다.

표 은 산업포트폴리오별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 분산에 미치< 7>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합계(%)
 1.65 4.52 0.03 20.38 82.15 0.04 0.18 108.98


 -0.10 0.17 -0.29 -2.33 -0.03 -0.01 -0.01 -2.62
 

 -3.16 -7.66 0.77 -26.38 -67.28 -3.37 -0.36 -107.46
 0.00 0.00 0.62 0.06 0.00 0.00 0.00 0.69

 
 0.11 -0.26 -3.19 1.56 0.03 0.86 0.01 -0.88

 48.64 3.96 1.21 12.40 33.62 1.25 0.17 101.20
합계(%) 47.14 0.73 -0.85 5.70 48.50 -1.23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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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화정책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정리한 것이다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
초과수익률 분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산업포트폴리오별로 통화정책변수

의 상대적 기여도와 관련변수들의 기여도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변수의 상

대적 기여도는 통신업과 전기가스는 각각 와 로 상위 그룹491.26% 368.56%
에 속하였으며 의약품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유통업 서비스업은, , , , 198.12%,

로 중간 그룹에 속한 반면 건설업 전190.57%, 144.57%, 139.92%, 137.84% ,
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업은 각각 로 하위, , 80.36%, 75.74%, 74.38%, 69.10%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약간 상.
이하기는 하지만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대체로 통화정책변수와 배당수익률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질금

리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산업포트폴리오의 경.
우에 산업생산증가율은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설명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은 통화정책변수가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에 영향< 8>
을 미치는 경로를 산업포트폴리오별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화정책변수가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에 영향은 모든 산업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주로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을 통해서 파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의 경우 통화정책변수는 예상치 않.
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의 를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는75.74% 75.16%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해서 설명된다.
철강금속 운수장비 전기가스의 경우에 통화정책변수는 미래실질금리와 관, ,
련된 분산을 통하여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미래실질금리와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공분산을 통하여 예상치 않

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통하여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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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포트폴리오별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통화정책변수의 상대적< 7>
기여도

산업포트폴리오 CALL RB RINT SPREAD LNDPR LNEXR IP 합계(%)
음식료품 75.04 -9.67 -117.50 -64.42 230.91 -14.45 0.10 100.00
섬유의복 190.57 -5.14 -126.76 -43.69 86.33 -1.25 -0.04 100.00
종이목재 60.00 -13.21 21.23 -20.26 79.84 -27.75 0.15 100.00
화 학 74.76 -13.43 -93.77 -22.12 148.37 6.15 0.03 100.00
의 약 품 198.12 -5.46 -84.67 -50.36 46.28 -3.99 0.08 100.00
비금속광물 144.57 4.18 -31.82 -42.91 38.00 -12.28 0.26 100.00
철강금속 50.19 0.17 -52.34 -14.32 82.76 33.45 0.06 100.00
기 계 12.22 -11.77 -7.32 -1.06 57.76 50.15 0.01 100.00
전기전자 75.74 -3.84 -50.99 -33.30 44.52 67.88 -0.01 100.00
의료정밀 -3.21 -1.03 19.58 -19.10 80.52 23.29 -0.04 100.00
운수장비 74.38 3.71 -19.65 -23.18 17.95 46.68 0.09 100.00
유 통 업 139.92 -8.73 -90.57 -14.46 75.13 -1.47 0.18 100.00
전기가스 368.56 -20.00 -251.72 -5.33 -7.80 16.22 0.08 100.00
건 설 업 80.36 -7.11 22.63 6.05 8.25 -10.2 0.04 100.00
운수창고 -34.17 -13.76 -52.29 -1.66 166.07 35.82 -0.00 100.00
통 신 업 491.26 -6.71 -200.72 -26.07 -106.72 -51.03 -0.00 100.00
금 융 업 69.10 -17.16 9.04 7.66 11.37 19.92 0.04 100.00
서비스업 137.84 -13.57 -41.92 12.30 -43.36 48.80 -0.0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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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포트폴리오별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미치는 통화정책변수의< 8>
파급경로

 
 

 
 


 

 합계(%)
음식료품 0.401 0.819 -1.549 0.164 -0.620 75.830 75.04
섬유의복 4.914 12.017 -22.392 6.338 -23.619 213.315 190.57
종이목재 1.026 3.616 -5.363 2.564 -7.606 65.768 60.00
화 학 0.032 0.015 -0.094 0.016 -0.205 74.998 74.76
의 약 품 0.890 -1.391 1.048 0.813 -1.225 197.990 198.12
비금속광물 10.52 -4.548 -17.134 0.748 5.639 149.349 144.57
철강금속 0.105 2.940 -2.784 19.850 -37.601 67.687 50.19
기 계 1.559 2.737 -6.653 1.580 -7.680 20.683 12.22
전기전자 0.026 -0.384 0.115 2.078 -1.245 75.158 75.74
의료정밀 1.461 -1.213 -2.372 0.149 0.582 -1.820 -3.21
운수장비 1.690 -11.028 8.676 19.218 -30.240 86.066 74.38
유 통 업 3.998 2.186 -7.068 0.090 -0.586 141.304 139.92
전기가스 1.815 -10.835 8.118 17.696 -26.518 378.286 368.56
건 설 업 0.013 0.120 0.094 0.545 0.852 78.742 80.36
운수창고 0.792 -5.300 1.275 8.202 -3.948 -35.196 -34.17
통 신 업 2.899 4.764 -9.120 1.149 -4.402 495.977 491.26
금 융 업 0.187 -0.431 -0.133 0.374 0.232 68.876 69.10
서비스업 -0.000 -0.074 0.074 9.192 -18.459 147.114 1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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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IV.

통화정책의 주식시장경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주가 변동 또는

주식수익률 변동을 통해 물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및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
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시장경로 중 두 번째 단계인 주가 주식(
수익률 실물경제의 과정은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 .→
화당국이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정책의 유효성 및 목표변수의 통제가

능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금리 콜금리 주가 주식수익률 의 단계의 작( ) ( ) 1→
동 여부가 보다 중요하므로 이 단계에 중점을 두어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주식시장의 발달로 주.
가 주식수익률 실물경제의 단계는 강화되더라도 정책금리 주가 주( ) (→ →
식수익률 단계의 강화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정책금리 주가 주식수익률) ( )→
실물경제의 전체적인 주식시장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통화정책의 주식시장경로 중 단계에 해당되는 정책금리 주1 →
가 주식수익률 를 규명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변화와 주식초과수익률 예측( )
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Campbell and Ammer(1993), Patelis(1997),

등의 방법론을 원용하면서 주식초과수익률에Bernanke and Kuttner(2005)
대한 분산분해를 수행하여 주식초과수익률의 예측성을 규명하고자하는 재

무경제학 연구 성과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통화경제학의 연구 성

과를 연결하고 있다 먼저 주식수익률 통화정책변수 금융변수 실물경제변. , , ,
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정형화하고 통화정책변수가 주식수익률에 누적VAR
적으로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이 제시한 검정통계량을 사용Hodrick(1992)
하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가 제시. Campbell and Ammer(1993)
한 주식수익률의 분산분해 방법을 사용하면서 통화정책쇼크가 주식시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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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산업포트폴리오별 주가지수에 기초하여 계산된 주식수익률의 예측성

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와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년 월부터 년. 1992 3 2008
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단기시계 모형과 주식초과수익률의 동태적6 VAR
회계항등식을 사용하면서 수행된 실증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시행의 결과에 의한 콜금리의 상승은 대략 개월까지 누, 12
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다가 그 이후에는

그 영향이 반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콜금리의 상승 이후 개월의 경12
우 실질주식초과수익률의 누적 총분산 중 가 콜금리에 의해 설명되었2.53%
다 둘째 콜금리가 직접적 정책변수로 활용되었던 외환위기 이후기간에 통. ,
화정책변수는 주로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을 통하여 실질주식초과

수익률 서프라이즈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기간에 통화정책변수는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의

를 설명하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로 판명되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47.14% . ,
기간에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익률 분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화정

책변수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정책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산업특성

을 반영하면서 산업포트폴리오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모든 산업포트폴리오의 경우 통화정책변수가 예상치 않은 실질주식초과수

익률 분산에 영향은 미래배당성장률과 관련된 분산을 통해서 파급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통화정책변수는 누적적으로 실질주식초과수익률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 분산을

설명하는 핵심변수이며 통화정책변수의 예상치 않은 변화는 주로 미래배당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여 실질주식초과수익률 서프라이즈 분

산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식시장경로에 보다 유의하면서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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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의한 주가변동을 정보변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주가 변동은 시장참가자들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는 점에서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이 크며 경제가 안정되어 불확실성이 감

소할수록 주가결정요인으로서 정책금리의 상대적 중요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식수익률 예측성과 통화정책의 역할과 관련하여 앞

으로 수행되어야할 연구 과제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
연구에서는 통화정책 서프라이즈를 식별하고 주식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한

축약형 모형을 구축하는데 통화정책 지시변수 주식시장관련 금융변수VAR ,
들과 함께 실물경제변수로 산업생산지수만을 포함하였으나 외국인의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고려하여 환율 등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소규

모 개방경제모형 하에서 대외충격에 따른 주식수익률 변화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모형의 강건성. , VAR
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구조(robustness) VAR

모형의 활용과 보다 양호한 통화정책 서프라이즈 식별 등 이론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장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
는 통화정책 서프라이즈 식별을 위해 페더럴펀드선물시장과 유사한 정책금

리선물시장의 개발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정보변수들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베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통화정책변수가 주식수익률 예측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한 산업포트폴리오 및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미시적 실증분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화정책의 주식시장경로 형성과 이해.
를 확장하기 위해 가 수행한 것과 같이 기Ehrmann and Fratzscher(2004)
업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산업고유특성과

기업고유특성과 관련하여 규명하는 실증분석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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