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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

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시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출 위험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매매의 비

대칭적 행태를 연구하였다. 외국인 채권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외국인 채권 매매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동조화 연구 등에서 기여를 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차익거래유인 

확대가 외국인 채권 매수를 유발하지만 채권 매도는 위험요인 상승에 의해 촉발됨

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국내 국채시장이 선진국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에게 선진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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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규모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30%를 꾸준히 상회해 왔다. 채권시장에서는 

2006년부터 외국인의 채권 투자자금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외국인 채권순매도가 관찰되긴 했으나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채권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시장에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각각 13%, 15%까지 증가하였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주식ㆍ채권의 현ㆍ선물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자는 많은 경우 방향성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여 자본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급격한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투자자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차익거래유인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규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시장구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타 아시아 신흥시장국보다 우위에 있을뿐더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구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 중국의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대신 중국과 

상관관계가 높고 유동성이 양호하며 규제가 적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리투자(proxy 

investment)하는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우리나라 채권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였는데, 그 배경에도 

외국인투자자의 견조한 장기 국채 매수세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대내외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이자율이 급등하여 신용 및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환율이 상승하여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직 유럽 재정위기 확대, 미국의 경기악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위험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반응하는 행태를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 미국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 확대, 중국 하드랜딩(hard landing),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대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향방이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실증적 검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외국인 

채권투자의 메커니즘을 알아본 후,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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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찾고자 한다.

2. 외국인 채권투자 현황 및 메커니즘

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현황과 평가

  외국인투자자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국내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으나 2006년 이전에는 그 

규모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2002~200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증권 시장과 CRS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차익거래유인이 지속되면서 2006년부터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2009년, 2010년, 2011.1~9월 중 각각 53.6조원, 63.1조원, 

33.0조원의 채권을 순매수하였고 순매도를 기록한 달도 2006년 이후 불과 5달에 불과하였다.

<표 1>              외국인 채권순매수 및 보유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9

순매수 1.8 33.5 22.3 53.6 63.1 33.01)

보유 잔액 4.7 38.4 37.5 56.5 74.2 85.1

주: 1) 2011.1~2011.9월

자료: 금감원 금융투자업무자료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이와 같이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한 데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과 같은 

거시적 요인 이외에도 CRS(cross-currency swap)시장 발달,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 미시적 

요인에도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 1>은 외국인 채권순매수와 우리나라 

국채 3년물 수익률, 그리고 통안증권 2년물 수익률에서 CRS 2년물 금리를 차감한 

차익거래유인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관찰해 보면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단순한 

국채수익률을 추종하기보다는 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제거한 차익거래유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익거래유인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경우 

시장이 효율적이면 이와 같은 차익거래유인이 해소되는 것이 정상이나, 우리나라의 장기 

달러조달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CRS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단순한 국채수익률보다는 이자율위험과 환위험을 제거한 

차익거래유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형준(2010)이 밝힌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투자의 경우 해외주가와 해당 통화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중에서 환율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환헤지를 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글로벌 채권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중 환율리스크가 75% 정도를 차지1)하기 때문에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와 같이 환율의 투기적 거래에 수반되는 채권매매를 제외하고서는 환율위험을 헤지하는 

1) Financial Times, “The Dilemma of Where to Hedge or Not,” Fund Management, April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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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                 외국인 채권순매수와 국채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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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 FnGuide

이와 같이 글로벌 채권투자자가 주로 환위험을 헤지하는 차익거래에 치중하기 때문에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통화파생상품의 발달과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차익거래유인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CRS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조한 달러 장기조달 수요로 

인해 CRS receive 포지션2)을 받아주려는 거래상대방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채권투자에 

수반되는 환헤지가 용이했다. 한편 시장이 효율적일 경우 차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유인이 소멸되는 것이 정상이나 역시 우리나라의 달러 장기조달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CRS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2007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차익거래유인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시장국과는 달리 국채 CDS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채권투자자는 가능한 한 위험을 최소화한 채 차익을 수취하려고 한다. CRS 

거래를 통해 LIBOR금리 변동위험과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는 있으나 만약 기초 

투자자산인 국고채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경우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유동성이 풍부한 CDS시장의 존재는 외국인 차익거래 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채권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거시적ㆍ미시적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채권순매수가 지속됨에 따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말 4.2조원에 

불과하던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보유 잔액은 2007년 말 25.4조원, 2010년 말 47.7조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기간 중 96~99% 가량의 투자자금을 국고채와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해당 채권의 보유잔액이 2010년 말 각각 47.7조원과 

25.4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들 시장에서의 보유비중도 2010년 말 14.0%까지 증가하였다.

2) CRS와 차익거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 5 -

<표 2>                        외국인 보유채권 비중
(단위: 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고채 4.2 (89%) 25.4 (66%) 20.1 (54%) 27.5 (49%) 47.7 (64%)

통안증권 0.3 (7%) 11.9 (31%) 16.2 (43%) 28.2 (50%) 25.4 (34%)

회사채 0.1 (2%) 0.4 (1%) 0.4 (1%) 0.3 (1%) 0.3 (0.4%)

기타 0.1 (3%) 0.8 (2%) 0.8 (2%) 0.5 (1%) 0.7 (1%)

합계 4.7 (100%) 38.4 (100%) 37.5 (100%) 56.5 (100%) 74.2 (100%) 

주: 보유 잔액 기준

자료: 금감원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함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보유잔액이 

2006년 4.7조원에서 2010년 말 74.1조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98.6% 정도의 

투자자금을 국채와 통안증권을 집중 매입하는 데 사용함에 따라 해당 채권의 보유잔액이 

2010년 말 각각 47.7조원과 25.4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들 시장에서의 보유비중도 14.0%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CRS 등을 이용한 국채ㆍ통안증권 차익거래에 치중하여 

만기보유 성향이 짙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국채 및 통안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2010년 말 기준 10%를 하회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자는 

거래빈도(turnover)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 외국인투자자 채권보유비중       <그림 3> 외국인투자자 채권거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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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감원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그 분포가 다양한 모습을 띠며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들어 특정 국가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3년부터 주로 

미국과 헤지펀드계 자금이라 추정되는 룩셈부르크 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는 

시기에 따라 구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한 태국계 자금은 

환위험을 헤지하고 본국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차익거래 자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7년 중 투자가 크게 확대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금융회사의 

달러유동성 경색으로 투자자금이 많이 회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기에 따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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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투자자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유입되곤 하였는데, 아일랜드의 경우 2003~2004년 중 

보유 잔액이 36조원을 상회하였으며 대만계 자금도 2006년 21조원 이상 유입되었고, 

스위스(2009~2010년), 벨기에(2003~2004년), 싱가폴(2005~2007, 2009년) 등도 투자자금의 

부침이 있었다. 2010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자금 등 아시아 권역의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국부펀드 등에서 채권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외국인 국가별 채권보유 현황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23.6 29.0 34.3 25.6 8.0 9.5 15.9 20.5

태국 4.9 24.1 29.6 20.0

룩셈부르크 11.6 14.7 26.0 20.1 5.7 5.3 8.5 15.7

스위스 5.2 8.9

영국 7.9 3.1 10.6 6.4 6.1

말레이시아 5.8

프랑스 4.9 6.3 37.7 22.1 6.0 5.3

아일랜드 38.3 36.1 14.7 2.6 9.3 8.0 

벨기에 5.8 2.5

홍콩 1.7 2.7 6.1

싱가폴 8.5 7.0 5.9 5.6

일본 5.0 10.4

대만 2.7 21.5

독일 2.3 4.8 4.6 

주: 외국인 보유채권총액 대비 해당 국가 보유비중, 2010년 기준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채권순매수 자료는 일별로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우리나라 채권 투자액(exposure)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우리나라 국채 포트폴리오 규모를 1조원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국채가 3개월 만기로 1년에 4번 발행될 경우 당해 순매수는 4조원으로 집계되지만, 

1년 만기로 1번 발행될 경우 그 해 순매수는 1조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 증가는 이들의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이 감소함에 따라 

단순히 이전보다 자주 채권 만기상환분을 재투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출입과 우리나라 채권 투자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채권순매수에서 만기상환분을 차감한 외국인 채권 순투자액이나 국제수지의 부채성 

증권수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기상환분을 고려한 외국인 순투자를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 

순매수를 통해 나타난 추이와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외국인 순매수가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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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월 중 각각 53.6조원, 63.1조원, 33.0조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 기간 외국인 순투자는 2009년 18.5조원, 2010년 16.9조원, 2011.1~9월 중 9.8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요인이 부각되기 시작한 

올해 3사분기에는 외국인 채권순투자가 2.9조원(7월)에서 1,340억원(8월), -25억원(9월)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템플턴 펀드등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들의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이들의 재투자 여부와 전반적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4>                외국인 채권 순매수와 순투자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이렇듯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보유 규모와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2012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달하고 중국의 하드랜딩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간 외국인투자자의 국채ㆍ통안증권 보유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경우 국채시장, CRS시장, 외환시장에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과 파급효과를 가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행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외국인의 채권투자 매커니즘을 외국인 채권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후 3장에서는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차익거래유인, 신용위험 

요인, 유동성위험 요인이 유의함을 밝히고, 이어 4장에서는 외국인 채권순매수의 결정요인을 

분위수(quantile) 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과연 선진국 국채시장과 동조되어 있는지 신흥시장국 국채시장과 동조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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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투자의 매커니즘과 차익거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투자에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외국은행(외은) 지점의 차입과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외은지점이나 외국인투자자나 차익거래 

매커니즘과 수반되는 이익은 동일하다. 일단 해외로부터 달러를 들여와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CRS(cross-currency swap)를 통해 원화로 바꾸어 국내 채권을 매입하고 만기 시 CRS에 계약된 

조건으로 다시 달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공통적인 기본 매매 패턴이다. 그렇지만 

외은지점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외은지점도 결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달러를 들여오는 것이 외화차입으로 기재되며 이 

자금으로 국내 채권을 매입하면 거주자의 채권보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외국인투자자가 

달러를 들여와 국내 채권을 매입하면 국제투자대조표 부채란에 부채성증권(채권)으로 

기재되게 된다.3)

한편 외은지점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는 환율위험과 이자율위험을 헤지하는 

방식에 따라 비차익거래와 차익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비차익거래는 달러와 같은 해외통화를 

들여와 현물환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 또는 만기 시 투자금을 

다시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해 회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때 수취할 이자와 원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투자자금 조달비용이 LIBOR금리와 같이 변동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면 

이자율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자금을 회수할 때 달러로 환전할 현물환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위험에도 노출되게 된다. 이처럼 이자율과 환율 변화에 따라 

포지션의 시장가치(mark-to-market value)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비차익거래 투자자금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회수될 여지가 더 크고 그만큼 자금 흐름의 안정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비차익거래 목적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2009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의 투자금으로 보여 

민간자금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차익거래에서는 달러를 들여올 때 FX스왑(외환스왑), 선물환, CRS 등을 이용해 원화로 

환전하는 동시에 매입하는 채권 만기에 맞춰 달러로 다시 환전하는 계약을 맺는다. 스왑 

계약에 따라 채권 만기 시 원화 자금을 달러로 환전할 환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만기 보유할 경우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채권투자자금은 

금리평형(interest parity)이 위배되는 실증적인 현상을 이용해 환위험을 노출, 통화들에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캐리거래(carry trade)4)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환위험을 헤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부분도 

3)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채권자금 자료만을 토대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

다. 예를 들어, 외은지점의 차입한도가 조정되었을 때나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외은지점 차입을 통

해 국내 채권시장에 들어오던 자금이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로 전환되며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를 글

로벌 채권자금의 추가적인 유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외은지점의 대차대조표나 국내 채권 보유량, 선물환이

나 CRS 익스포져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외은지점을 포함한 분석은 어려우나,  외국인 채권자료를 분석할 때 외은지

점의 채권투자를 염두에 두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금리평형에 의하면 차익거래에 의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든 금리가 낮은 국가에 투자하든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얻

게 되는 수준에서 이자율과 현재 및 미래환율이 결정된다. 실증적으로는 스웨덴, 호주 등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가 일본등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보다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많은데, 이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여 저금리 국가의 통화

를 조달하여 고금리 국가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을 이른바 캐리트레이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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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을 헤지한 차익거래 자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 5>와 <그림 6>은 외국인 채권투자자가 차익거래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전략을 나타낸 것이다.5) 그 중 맨 위 <그림 5>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CRS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보여 준다. 여기서 차익거래자는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거주자도 될 수 

있는데, 이 거래자는 우선 국제금융시장에서 LIBOR 금리로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 이후 

거래자는 CRS를 이용,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며 향후 투자할 채권의 만기에 맞춰 다시 원화를 

달러로 교환할 계약을 맺게 된다. 처음에 달러를 넘기는 입장에서는 3개월마다 LIBOR 금리를 

수취하며 사전에 계약된 CRS pay 고정금리를 3개월마다 지불한다. 이렇게 교환된 원화로 

국채를 매입하면 결국 3개월마다 LIBOR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CRS 상대방에게 받아서 

달러를 빌려 준 상대방에게 전해주면 되므로 결과적인 이익은 (국고채금리 - CRS금리)가 

된다. 여기서 이 이익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와 LIBOR나 국내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된 이익이므로 (만기 이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 한) 가격변동 위험 없이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차익거래유인이 된다.

<그림 5>                  통화스왑(CRS)을 통한 차익거래

     * 차익 = 국고채금리 — CRS금리

<그림 6>          이자율스왑(IRS) 및 통화스왑(CRS)를 통한 차익거래

     * 차익 = IRS금리 — CRS금리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차익거래가 증가하면서 점차 유인이 감소하고 시장이 정상을 되찾게 된다. 이를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두 차익거래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현재 시장 상황처럼 

국고채금리 또는 IRS금리가 CRS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차익거래가 

5) <그림 6>과 같이 CRS와 함께 IRS(interest rate swap;이자율스왑)를 함께 사용하는 차익거래도 외국인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궁극적인 원화자산이 국고채가 아니라 CD(certificate of deposit)가 된다.  뿐만 아니

라 이자율(LIBOR금리) 위험에 노출된 외환스왑 기반의 차익거래,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은지점이 

사용하는 차익거래로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국내에서 콜이나 RP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



- 10 -

가능하다고 하자.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무위험”으로 이러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가 달러 단기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해 LIBOR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채매입 수요와 IRS 고정금리 수취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고채금리와 IRS 고정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CRS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측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CRS pay 금리를 지불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CRS pay 금리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국고채금리-CRS금리) 또는 (IRS금리-CRS금리)가 0에 

수렴하며 차익거래유인과 차익거래가 소멸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이와 같은 차익거래유인이 사라지지 않아 

지속적인 외국인 채권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차익거래유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인은 차익거래유인이 소멸될 만큼 충분한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외은지점은 자기자본에 비례한 차입한도(borrowing constraint) 규제가 있어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차익거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도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한도(country exposure)를 설정하기 

때문에 차익거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무위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 부도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신용위험도 관리해야 하고 CRS나 CDS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 

위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차익거래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익거래유인은 LIBOR금리로 달러를 쉽게 조달할 수 있고 CRS시장에서 작은 

bid-ask 스프레드에 직면하는 거래자의 기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국내 거래자의 경우 

단기로 달러를 조달할 때 LIBOR금리에서 가산금리를 더한 (LIBOR+)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CRS시장에서 bid-ask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차익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외은지점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림 7>은 국내 거래자 중 CRS시장의 대표적인 참여자인 산업은행이 고시한 bid와 ask 간 

호가 스프레드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RS의 호가 스프레드 

크기가 100bps를 상회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50bps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국내투자자가 

CRS 거래를 할 때 평균(bid-ask) CRS pay금리에 비해 25bps 정도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국내 거래자 중 달러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국내 대형은행조차도 달러 차입 시 LIBOR금리에 가산금리를 상당 부분 지불해야 함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자나 외은지점과 같은 차익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 달러조달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3~6개월 동안 달러를 빌려 주거나 선물환ㆍ스왑으로 

공급해 주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장기로 달러 자금을 빌려 주는 물량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1~3년의 장기 차입의 가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CRS 계약에 있어 

pay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차익거래유인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을 촉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은 이후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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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RS 호가 스프레드 추이

주: 산업은행이 고시하는 CRS bid와 CRS ask 간 스프레드

3.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앞서는 기본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의 메커니즘과 투자유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본 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를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해 본 단계로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기본적으로 환율변화와 다양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환율 

변화가 달러 기준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 및 환전이 외환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율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간단한 VAR(vector autoregression;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자료는 

외국인 채권순매수 자료에 맞추어 2003.6.10~2011.9.30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주식순매수가 

채권순매수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환율과 외국인 채권순매수와 함께 외국인 

주식순매수를 포함했다. 한편 AIC 및 SC 기준에 의해 시차는 2달까지 고려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외국인의 투자자의 주식과 채권 투자요인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주식순매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거의 주식순매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환율변화율과 채권순매수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투자에 있어서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6)이므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순매수가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반면 외국인 

채권순매수의 경우에는 모멘텀, 즉 자기변수에 의한 지속성을 제외하고는 환율변화율과 

주식순매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자금의 대체재로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고 환율에 의해 투자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도 어려움을 의미하며 다른 결정요인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는 

6) 기획재정부 2007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헤지 비율은 10%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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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충격반응함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주식순매수에는 환율 및 채권순매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채권순매수에는 주식순매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환율과 외국인 주식ㆍ채권순매수 VAR(2) 분석

환율변화율 외인 채권순매수 외인 주식순매수

환율변화율(-1)
0.031

(1.37)

3.61

(0.06)

-284.6

(-4.74)

환율변화율(-2)
0.0014

(0.06)

-34.29

(-0.57)

120.4

(2.01)

외인채권(-1)
3.82E-05***

(4.63)

0.285***

(13.18)

-0.056***

(-2.58)

외인채권(-2)
-2.43E-05***

(-2.93)

0.260***

(11.97)

0.060***

(2.76)

외인주식(-1)
-6.48E-06

(-0.75)

0.019

(0.82)

0.370***

(16.48)

외인주식(-2)
-4.81E-06

(-0.57)

-0.026

(-1.19)

0.192***

(8.72)

상수항
-0.016

(-0.75)

491.7***

(8.84)

-31.26

(-0.56)

adj- 1.1% 20.2% 26.0%

Akaikie AIC 2.50

Schwarz SC 2.52

주: 2003.6.10~2011.9.30 중 FnGuide 집계 외국인 채권 및 주식순매수를 이용하여 환율변화율(log)과 

함께 VAR 분석

<그림 8>           변수간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 function)
    <환율→주식순매수>       <채권순매수→주식순매수>    <주식순매수→채권순매수>

주: 2003.6.10~2011.9.30 중 FnGuide에서 구한 외국인 채권 및 주식순매수를 이용하여 

환율변화율(log)과 함께 VAR 분석한 것을 토대로 충격반응함수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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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감안하면 외국인 채권투자는 환율이나 주식매매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을 다시 살펴보면 결국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채권순매수의 흐름이 차익거래유인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대략적으로 차익거래유인과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익거래유인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Taylor(1989)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Baba 

and Packer(2009), Branson and Taylor(2004), Kumhof(2001), Frankel(1991) 등은 신용위험의 

존재를 지목하였다. Coffey, Hrung and Sarkar(2009)는 유로를 대상으로 차익거래유인을 TED 

스프레드, CDS 프리미엄, 환율내재변동성, VI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ui, Genberg and 

Chung(2009)는 유로, 일본, 스위스, 홍콩, 싱가폴의 차익거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LIBOR-OIS 스프레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CDS 프리미엄과 환율내재변동성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영향력이 관측된다고 보고하였다.

해외 연구들이 일반적인 시장 리스크와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차익거래유인을 분석한 반면 

국내 연구들은 국내적 요인을 상정하여 차익거래를 살펴보았다. 서현덕(2005), 

신성욱ㆍ정성우(2006) 등은 2003년 이후 차익거래유인의 증가를 SK 분식회계 사건, 

외국환은행 NDF 포지션 규제 시행, 조선업 선물환 매도 증가 등의 이벤트로 연관지었다. 

서영경(2008)은 거래비용 증가, 외화유동성 여건 악화, 원화의 지역통화 성격이 

차익거래유인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음을 보였으며, 송치영(2008)은 거래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차익거래유인이 20bps 이상 커지지 않을 경우 차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순매도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있어 차익거래유인 이외 

다른 중요한 결정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차익거래 매커니즘을 다시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 차입 후 CRS를 이용해 국채를 매입할 경우 환율위험을 헤지할 수는 있으나 

글로벌 달러유동성이 경색되면 LIBOR금리로 애초에 단기로 차입한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거나 은행의 

외화유동성이 악화되어 CRS 계약의 거래상대방위험이 부각될 경우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차익거래에 수반되는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은 외국인 채권매매를 좌우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익거래에 수반되는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은 외국인 채권매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하반기 중 외국인투자자는 대량의 채권을 

순매도하였는데 당시 차익거래유인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LIBOR-OIS(overnight indexed swap) 스프레드7)나 유로/달러 CRS금리에서 나타나듯 글로벌 

달러유동성이 크게 경색되었으며 우리나라 국채 CDS 프리미엄8)이 급등하는 등 신용위험 또한 

7) LIBOR-OIS(overnight indexed swap) 스프레드는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OIS는 특정 기간 

동안 미국 연준 기준금리의 일별 가중평균치를 기간 만기 때 미리 약정한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스왑 계약이다. TED 스프레

드에서 이용되는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 신용위험은 미미하나 원금이 묶여 있게 되는 반면 OIS는 원금이 교환되지 않아 유

동성위험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 LIBOR는 은행 간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될 경우 OIS금리

에 비해 LIBOR금리가 상승하여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된다.

8) 국채 CDS 프리미엄은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 고정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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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외국인 채권순매도를 촉발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이미 몇몇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CDS 프리미엄과 LIBOR-OIS 스프레드 등으로 대리하여 차익거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김정한ㆍ이대기(2010)는 차익거래유인, 국채 CDS프리미엄, TED 

스프레드가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설명하는 데 유의함을 보였으며, 유복근(2010)은 CDS 

프리미엄, TED 스프레드, 원/달러 환율의 평균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차익기회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양양현ㆍ이혜림(2008), 김기동(2009) 등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요인 분석을 국채선물시장 등을 통해 분석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9> LIBOR-OIS  및 국채 CDS 프리미엄   <그림 10>     유로/달러 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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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채권 매매의 비대칭적 결정요인 분석

외국인 채권매매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은 분석방법이 다소 평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이 채택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 방식을 사용하면 

OLS의 특성상 외국인 매매관련 데이터의 평균적인 반응, 또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결정요인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찰력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를 분석할 때는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잠재 유출 위험을 높이고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상황에 보다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추정이 되는 최소자승법 분석은 그러한 

비정상적(abnormal)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결정요인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이를 

촉발하는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분위수 

이기 때문에 국채 신용위험을 잘 나타내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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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 문헌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변수들, 즉, 차익거래유인, CDS 프리미엄, LIBOR-OIS 스프레드9)를 바탕으로 분위수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기존 문헌의 단순 OLS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글로벌 

달러유동성의 지표로 TED 스프레드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글로벌 달러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사실 LIBOR-OIS가 더 적절하다. TED 스프레드는 LIBOR와 3개월물 미국 국채금리의 

차이인데, 미국 국채금리는 3개월 동안 미국국채에 자금이 고정되어 사실상 유동성위험과 

미국 정부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OIS의 경우 원금이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없고 따라서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된 LIBOR금리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온전히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차익거래유인과 위험지표인 LIBOR-OIS 스프레드 및 국채 CDS 프리미엄의 과거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실질적으로 이 세가지 요인들은 2007년 이전에는 특별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다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차익거래유인은 당시 CRS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림 11>               차익거래유인과 위험지표 추이

주: LIBOR와 OIS는 3개월 물 기준이고, CDS 프리미엄은 국고 3년물에 해당하며 차익거래 유인은 

통안증권 1년물과 1년 CRS 금리 간 차임. 비교를 위해 스케일을 조정함.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 9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FnGuide의 외국인순매수 자료가 2003년부터 집계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이들 요인 간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0.71~0.82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표 6>은 해당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9) 기존 문헌에서는 TED 스프레드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기금융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TED 

스프레드보다 LIBOR-OIS 스프레드가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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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달러 환율 및 위험 지표 간 상관관계

LIBOR-OIS CDS 프리미엄 차익거래유인

LIBOR-OIS 1

CDS 프리미엄 0.708 1

차익거래유인 0.784 0.819 1

주: LIBOR와 OIS는 3개월물 기준이고, CDS 프리미엄은 국고 3년물에 해당하며 차익거래유인은 통안증권 

2년물 금리에서 2년 CRS금리를 차감

<표 6>           원/달러 환율과 위험 지표의 기초 통계값
(단위: %)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skewness kurtosis

LIBOR-OIS 0.299 0.124 3.644 0.019 0.434 3.58 19.76 

CDS 프리미엄 0.889 0.717 6.749 0.138 0.857 2.54 10.79 

차익거래유인 1.124 0.850 5.500 -1.810 0.970 1.48 5.73 

주: LIBOR와 OIS는 3개월물 기준이고, CDS 프리미엄은 국고 3년물에 해당하며 차익거래유인은 통안증권 

2년물 금리에서 2년 CRS금리를 차감

한편 분석에 이용되는 종속변수인 외국인순매매 자료는 금융감독원과 FnGuide에서 집계한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FnGuide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외국인 매매 자료를 집계 

받는데, 다음 기초통계량 표와 분위수 히스토그램에서 나타나듯이 금융감독원과 FnGuide의 

외국인 채권순매수 자료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평균 순매수액도 금융감독원 

1,021억원, FnGuide 1,072억원, 표준편차 역시 금융감독원 2,373억원, FnGuide 2,473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5백분위수에서 FnGuide는 -29억원에 그친 반면 

금융감독원은 -1,650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분포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실제 두 

자료의 상관관계가 0.33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두 경우를 

모두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외국인 매매 자료를 집계 받는 FnGuide 자료도 분석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표 7>           금융감독원 및 FnGuide 집계 외국인 채권순매수 자료 비교

외국인매매 평균 최대값 75백분위 중간값 25백분위 최소값 표준편차

금감원 자료 1,021 17,925 1,396 105 -1,650 -15,396 2,373 

FnGuide 자료 1,072 21,623 1,695 330 -29 -14,801 2,473

금감원/FnGuide 자료 상관관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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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금융감독원 및 FnGuide 외국인 채권순매수 Quantile 히스토그램
<금융감독원 자료>                           <FnGuide 자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이용 외국인 

채권매매 결정요인을 우선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익거래유인이 클수록, 국내외 위험요인이 작을수록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강건성을 위하여 차익거래 기간을 1년과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외국인 채권순매수 자료를 금융감독원 또는 FnGuide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감안하여 4가지의 회귀 모형 ①~④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차익거래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변화시켰을 때 상수항의 유의성만이 차이를 보였으며 순매수 자료를 달리 사용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가 차익거래요인과 글로벌 

위험요인에 비슷한 크기로 반응하나 그 방향이 반대이고, 국내 위험요인의 영향력은 방향은 

글로벌 위험요인과 같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다른 요인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외국인 채권순매매 결정요인 분석

①금감원

외국인순매매

②금감원

외국인순매매

③FnGuide

외국인순매매

④FnGuide

외국인순매매

상수항
275.2 

(2.64)

25.4 

(0.33)

317.5 

(3.17)

85.2 

(1.10)

차익거래

유인(1yr)

1953.3 

(9.32)

2192.7 

(10.26)

차익거래

유인(2yr)

1750.1 

(10.28)

1860.8 

(10.58)

LIBOR-OIS

스프레드

-2121.8 

(-4.24)

-1705.9 

(-3.89)

-2425.2 

(-4.98)

-1858.8 

(-4.50)

CDS 프리미엄
-948.7 

(-4.61)

-922.2 

(-4.63)

-1134.7 

(-5.62)

-1046.0 

(-5.18)

adj- 16.3% 17.3% 18.6% 17.7%

주: 2003.6.5~2011.9.30의 자료를 가지고 첫 행의 외국인채권 순매매를 첫 열의 독립변수로 OLS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Newey-West 7 lag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t-값을 계수값 아래 ( ) 안에 

표기하였다. 순매매의 단위는 억원이며 설명변수의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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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최소자승법 분석의 경우 평균적인 개념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외국인 채권매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채권을 팔 때와 살 때 고려하는 결정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즉, 만약 외국인이 채권을 팔 때와 살 때 고려하는 결정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면 OLS분석으로는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시장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는 LIBOR-OIS 스프레드나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차익거래유인이 

그만큼 상승하면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발생하는 반면, 2008년 하반기와 같이 차익거래유인이 

급증하더라도 LIBOR-OIS 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대량 매도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최소자승법으로 대량 매도와 매수 시 결정요인을 엄밀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

실제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단순 결정요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이 매수요인과 

매도요인을 비대칭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매수요인과 매도요인을 비대칭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즉, 

분위수 회귀를 이용하여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된 각 요인들의 반응을 순매수의 크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위수 회귀분석 결과 일단 차익거래유인과 국내외 위험요인 모두 외국인 채권순매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차익거래 기간이 1년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Panel A는 금융감독원 외국인순매수 자료를, Panel B는 FnGuide 

외국인순매수 자료를 이용한 모형이다. 각 패널에 상수항(C), 차익거래유인(ARBITRAGE), 

LIBOR-OIS 스프레드, CDS 프리미엄(CDSP) 그림이 있고 각 그림마다 x-축에 0.0에서 1.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x-축의 숫자는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그 크기대로 분위수를 매겨 

1.0(100백분위수)은 외국인이 채권을 가장 많이 살 때, 0.5(50백분위수)는 중간값, 

0.0(0백분위수)은 외국인이 채권을 가장 많이 매도할 때를 의미한다. x-축의 외국인순매수 

분위수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분위수 회귀 계수가 바로 가운데 실선이며 그 아래, 위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차익거래 1년 기준(<그림 18>)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요인 모두 외국인 채권순매수에 5%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CDS 프리미엄의 95백분위수와 상수항의 경우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특히 이전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석과는 달리 

분위수별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매매 패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25백분위수 이하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순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OLS 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 외국인 채권순매도가 모여 있는 하위 분위수에서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차익거래요인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모형 ①을 기준으로, 대량의 순매수가 

일어나는 95백분위수에서 차익거래유인의 계수가 5,000을 상회하는 반면 대량의 순매도가 

일어나는 5백분위수에서는 그 값이 500보다도 작았다. 반면 글로벌 위험요인인 LIBOR-OIS는 

95백분위수에서 -4,000에 가까운 계수를 가졌지만 5백분위수에서도 -1,000 정도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국내 위험요인인 CDS 프리미엄의 경우 20백분위수에서 80백분위수 사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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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5백분위수(대량 순매도)에서 -1,000, 90백분위수(대량 

순매수)에서 -1,200 정도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량 순매수가 일어날 때는 

차익거래유인의 영향력이 크지만 순매도가 발생할 때는 상대적으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위험요인, 특히 글로벌 위험요인의 영향력이 부각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2년 차익거래의 

기준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외국인 채권투자가 차익거래유인과 같은 대내적인(pull) 특수 요인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같은 대외적인(push)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자가 채권을 매도하는 상황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승이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투매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자금조달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위험요인이 부각될 경우 차익거래유인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13>   외국인순매수 분위수 회귀(Quantile regression) 계수(금감원 자료)
<설명변수: 금감원 외국인 채권순매수(모형 ①)>

주: 2003.6.5~2011.9.30 중 금감원 외국인채권순매수를 상수항, 차익거래유인 (통안증권-CRS(1년)), 

LIBOR-OIS 스프레드, 국채 CDS 프리미엄에 Quantile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표준편차로는 Huber 

Sandwich, Sparsity로는 Kernel, Bandwidth로는 Hall-Sheathe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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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외국인순매수 분위수 회귀(Quantile regression) 계수(FnGuide 자료)
 Panel B: <설명변수: FnGuide 외국인 채권순매수(모형 ③)>

주: 2003.6.5~2011.9.30 중 금감원 외국인채권순매수를 상수항, 차익거래유인 (통안증권-CRS(1년)), 

LIBOR-OIS 스프레드, 국채 CDS 프리미엄에 Quantile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표준편차로는 Huber 

Sandwich, Sparsity로는 Kernel, Bandwidth로는 Hall-Sheather를 이용하였다.

5. 우리나라 국채시장과 선진국ㆍ신흥국 국채시장 간 동조화

각국의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매매 행태를 비교하면 글로벌 투자자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매매 

패턴이 신흥시장국의 매매 패턴과 유사하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위험자산선호가 약해질 경우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선진국과 유사할 경우 외국인 채권자금의 흐름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매매 자료가 상세히 집계되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신 채권 시장 전체의 가격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및 유럽 이외의 채권에 투자할 때 주로 국채에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채금리에서 주요인(principal component)을 추출한 후 이를 우리나라 

국채금리와 비교하여 동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가장 안정적인 선진 국채시장으로 분류하여 이들 국가의 국채 

5년물 금리에 대해 주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첫 번째 주요인이 각국 금리 일별 

움직임의 약 83%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0), 모든 국가 금리에 비슷한 로딩(고유벡터)이 

적용되고 있어 선진국 금리는 동조화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신흥시장국 

10) 이는 각국 국채 금리 간 상관관계가 0.63~0.91로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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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으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11)를 선택하여 이들 국가의 5년물 일별 

국채금리를 대상으로 주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신흥시장국 국채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 첫 번재 주요인과 두 번째 주요인이 함께 72%의 각국 금리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표 9>        선진국 및 신흥국 국채금리 간 Principal Component 분석

  Panel A: 선진국 국채금리간 주요인 분석(고유치값 분석)

고유치값 설명비율 누적 설명비율

1번째 PC 3.33 0.83 0.83 

2번째 PC 0.41 0.10 0.93 

3번째 PC 0.23 0.06 0.99 

4번째 PC 0.03 0.01 1.00 

  Panel B: 신흥국 국채금리간 주요인 분석(고유치값 분석)

고유치값 설명비율 누적 설명비율

1번째 PC 2.17 0.43 0.43 

2번째 PC 1.41 0.28 0.72 

3번째 PC 0.85 0.17 0.89 

4번째 PC 0.37 0.07 0.96 

5번째 PC 0.19 0.04 1.00 

이렇게 추출된 선진국 금리의 첫 번째 주요인, 신흥시장국 금리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요인과 우리나라 국채 금리 간 상관관계의 변화를 동태적 조건분 상관관계를 DCC-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14>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의 변화와 글로벌 금리 간의 

상관계수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선진국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기타 신흥국 금리와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15>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선진국 금리요인, 

그리고 신흥국 금리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국내 국채금리는 선진국 금리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이 단기금리가 아닌 5년물 금리, 그것도 일별 자료를 사용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따라간 것을 방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급격한 변동이나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1) 추가적으로 신흥시장국 집합에 다른 국가를 편입하고 싶었으나 브라질 등 다수의 신흥시장국은 국채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유통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2) 신흥국의 경우 국채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도와 러시아 국채수익률 간의 상관관

계는 –0.57에 이를 정도로 움직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멕시코 국채수익률은 0.62의 상관관계를 

타나내는 등 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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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글로벌 금리의 동조화 분석

<그림 15>                        상관계수 간의 차이

6. 결론

전체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주식투자자금과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의 

경우 환율이나 채권투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의 경우 환율이나 주가 변동보다는 

채권투자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차익거래유인과 신용 및 유동성위험 요인이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문헌에서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외국인 채권순매수 결정요인 분석이 다수 

이뤄졌는데, 이번 자료에서도 차익거래유인이 증가할수록, 국내외 위험요인이 감소할수록 

외국인 채권순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위수 회귀를 통한 심층분석 결과, 외국인 매수는 차익거래유인에 매도는 위험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차익거래유인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가능성은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매도가 두드러질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채권매도는 위험요인에 보다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유럽 재정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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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는 채권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국채시장은 신흥시장국 보다는 선진시장에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큰 

위험요인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채권포트폴리오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인(principal component)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선진시장과 

동조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금리요인에 의한 유출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보유 및 거래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는 잠재적인 유출과 그에 따른 채권, 

스왑, 외환시장의 파급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본통제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을 통제하는 것은 국제적 

마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규제 차익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자유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틀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차익거래유인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차익거래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차익거래유인 감소를 위한 방편으로는 안정적인 외화 장기조달원을 확대하여 CRS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국채 매매수요 진작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은행의 

외화예수금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도입한다면 안정적인 

외화자금원을 확보하여 선물환 및 CRS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권ETF 활성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국채투자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채권매매의 영향에 

대응(counter)할 수 있는 국내 국채 매매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MFㆍ헤지펀드 등을 통한 국고채 및 통안증권 거래 수요 확대, 단기국채 

발행, 외국환은행의 안정적 외화조달원 확보 등을 통한 CRS시장 정상화 등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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