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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acro-finance term structure model for the
Korean government bonds by using the dynamic Nelson-Siegel model. We in-
vestigate the impulse responses of the term structure to structural shocks by con-
verting the reduced-form VAR implied by the dynamic Nelson-Siegel model into
the structural VAR representation. Our emprical analysis provides the following.
First, from the in- and out-of-sample analysis, we find that the macro-finance
term structure model provides a better fit than other models such as the random
walk model and the yield-only model. Secon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from structural VAR model shows that the effect of macro economy on the yield
curve is more statistically substantial than the effect of the yield curve on the
macro economy. Among the yield curve factors, in particular, the “slope” factor
of the yield curve sensitively responds to the macro shocks. Lastly, we decom-
pose the bond yields with various maturities into the expectation and term pre-
mium components. We find that changes in the short rates are mainly driven by
variations of the expectation component, while the long rates are mostly driven
by variations of the term premium component. The longer the maturity of the
term premium is, the bigger effect it receives from the shocks of yield curve
factors rather than those of the macro econom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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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을이용한

거시금융기간구조분석

윤재호∗

Abstract 본 연구는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을추정및분석하였다.특히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의상태공간모형을구조 VAR모형으로전환하여경제이론에기반을
두어해석할수있는구조충격에대한금리기간구조의반응을분석할수

있도록하였다.실증분석에서나타난주요결과를보면,표본외분석결과
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이국고채수익률만을고려한기간구조모형혹은

임의보행모형보다우리나라국고채기간구조데이터에대한적합도가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 거시경
제가 수익률곡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수익률곡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률곡선 팩터중 수익
률곡선 기울기와 관련있는 팩터가 거시경제 구조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고채 수익률을 기대부분 및 기간프리미엄으로 분
해하여 분석한 결과, 단기 국고채수익률 변동은 주로 기대부분의 영향을,
장기 수익률의 경우 대부분 기간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한편기간프리미엄의경우에도만기가길어질수록거시경제상황보다
채권시장수급상황등수익률곡선자체충격의영향을더욱많이받는것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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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금리기간구조는채권수익률과만기간의관계를의미하는데시장이예

상하고있는향후이자율에대한정보를담고있어향후통화정책의방향을

설정하는데유용한정보변수로서기능을수행한다.아울러금리기간구조
는만기까지의할인율정보를제공하고있어모든자산가치평가의기초가

된다고할수있다.

전통적인금리기간구조연구는채권수익률데이터의통계분석을통해

동구조의동태적특징분석및채권가격(혹은채권관련파생상품가격)산
출등을주된목적으로한다.전통적인금리기간구조연구는채권수익률과
경제변수와의관계를전혀고려하지않기때문에금리기간구조를결정하

는경제적요인이무엇인지를밝히기어려운단점이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 Ang and Piazzesi (2003)가거시경제변수
를 포함하는 거시금융 기간구조(macro-finance term structure) 모형을 최초
로제안한바있다.이후동모형은거시경제이론과의접목가능성때문에
해외학계와중앙은행에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다만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을대상으로한거시금융모형에대한연구는과거채권시장미

발달,데이터부족등으로미진하였으나최근들어국고채수익률데이터가
어느정도축적되면서활발히연구되기시작한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는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

리기간구조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방법으
로는 Diebold et al. (2006)이제안한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을사용하였
다.이는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이 Ang and Piazzesi (2003)의어파인기
간구조 모형에 비해 모형의 추정 및 확장이 쉽고 표본내 적합도(fitting)와
표본외예측면에서우수한장점이있음을감안한것이다.

한편본고에서는동태적 Nelson-Siegel모형에구조적벡터자기회귀모
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이하 SVAR)을접목하였다는점에서기
존 연구와 차별성도 갖고 있다.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은 거시경제 변
수와금리기간구조를 VAR과정으로모형화하였는데,본연구에서는거시
경제변수 등 모형 내생변수에 대해 장단기 구조적 제약을 부과하여 이를

SVAR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SVAR 모형을 통해 경제이론에 기초
하여구조충격을식별하고이에대해거시경제변수들과금리기간구조의

충격반응및예측오차를분석하였다.

또한본고에서는국고채수익률을기대부분과기간프리미엄으로분해

하고구조충격에대한기간프리미엄의충격반응및예측오차를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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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Nelson-Siegel모형에서기간프리미엄이상태변수의어파인(affine)
함수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장기 채권수익률
변동은기간프리미엄변동이중요한것으로알려져있어기간프리미엄의

분석은장단기금리경로를통한통화정책파급경로와관련하여유용한시

사점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과관련

된기존연구를살펴보고, 3장에서는본연구의데이터,모형및추정방법을
소개한다. 4장은실증분석결과를소개하면서,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
추정및분석,경제의구조충격에대한충격반응,기간프리미엄등을분석
한다.마지막으로 5장은결론및시사점을제공한다.

2. 기존연구

과거금리기간구조의연구는국채수익률데이터만을이용하여금리기

간구조를결정하는비관측팩터(latent factor)들을추출하고이들팩터들의
동태적 특징 및 이를 통한 채권가격 추정방법을 규명하는 동태적 금리기

간구조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계산상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들비관측팩터와채권수익률간의어파인(affine)관계를가정하는어파
인 기간구조 모형(affine term structure model)이 널리 연구되었다. 그러나
어파인금리기간구조모형은비관측팩터에대해경제적의미를부여하기

가 어려운 데다, 모형이 복잡하고 팩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외 예측능
력이저하되는과도적합(overfitting)의문제가지적되어왔다.이에따라정
교한금리기간구조모형이표본내적합성이우수함에도불구하고,표본외
예측성과가채권수익률에대한정태적기대를가정하는임의보행(random
walk)모형보다도떨어지는현상이과거실증연구에서지적되어왔다.

2000년대 Ang and Piazzesi (2003)의선구적인연구를시작으로기간구
조모형에거시경제변수를도입하여수익률곡선의변동요인을경제변수

들과관련지어분석하는거시금융(macro-finance)기간구조모형이널리연
구되고있다.백인석외(2010)에따르면거시금융기간구조분야의연구들
은 (1)통화정책,실질경제활동및인플레이션등주요거시경제요인들이
이자율및수익률곡선에미치는영향, (2)금리기간구조모형에서얻어진
비관측팩터와거시요인간의관계고찰을연구주제로하고있다.거시금융
모형은거시경제변수가월혹은분기단위로입수가능하기때문에주로월

별 혹은 분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거시금융 기간구조 분야
에서주목할만한과거연구로는 Ang and Piazzesi (2003), An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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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bold et al. (2006), Dewachter and Lyrio (2006), Hordahl et al. (2006), Joslin
et al. (2009)등을들수있다.

Ang and Piazzesi (2003)는 거시경제변수가 수익률곡선에 일방적인 영
향을미치는모형을설정하고거시경제가수익률곡선에미치는영향력이

실증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동 모형은 수익률곡선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이들은 수익
률곡선에서추출한비관측팩터와거시경제변수를함께고려하면표본외

수익률곡선예측성과를개선시킬수있다고하였다.

Ang and Piazzesi (2003)의연구에서고려하지않은수익률곡선의거시
경제예측력에관한연구로는Ang et al. (2006)을들수있다.이들은무재정
조건하에비관측팩터를상정하였던기존연구와다르게관찰가능한변수

(단기금리,수익률스프레드, GDP성장률)가요인이되는금리기간구조모
형을설정하고금리기간구조의경기예측력에대해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무재정조건과단순화된요인구조가추정효율성을높여표본외예측

의성과를높인다고주장하고있다. Ang et al. (2006)은그밖에전체수익률
곡선의정보를요약하는데에는소수의팩터를사용하는모형만으로도충

분하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아울러여러가지만기의수익률스프레드중
향후 경기(GDP성장률)를 예측하는 데에는 최장만기의 스프레드가 가장
우수하며, 표본내 및 표본외 검정에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에는 수
익률스프레드보다명목단기금리가우수하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Ang and Piazzesi (2003), Ang et al. (2006)등은거시경제변수를모형내
에서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어파인 기간구조 모형의

형태는그대로유지시켰다.이러한어파인기간구조모형은무재정조건을
도입하는데유리한장점이있기는하지만,기술적으로우도함수가평평하
기때문에글로벌최적화계수를찾기어렵고알고리듬의수렴이초기값에

따라잘이루어지지않는어려움이지적되었다.

어파인기간구조모형에대한대안으로Diebold et al. (2006)은수익률곡
선의추정에널리이용되던Nelson-Siegel (1987)모형을기간구조모형으로
확장한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을제안하였다. Nelson-Siegel모형은 BIS
(2005)에 따르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등이자국국채의현물수익률곡선을추정하는데사용하여왔으며

ECB도동모형의확장버전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Diebold
et al. (2006)은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을제안하면서제조업설비투자가
동률,인플레이션,페더럴펀드목표금리등세가지거시경제변수를고려
하면서 거시경제와 금리기간구조 상호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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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은기존널리연구되던 Ang and Piazzesi
(2003)등의어파인기간구조모형의무재정(no arbitrage)조건을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파인기간구조모형에비해추정및모형확장이쉬운장점이있고수익

률곡선에대한적합도(fitting)가우수하며표본외예측에서도성과가좋은
장점이있다.또한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의상태변수는수준(level),기
울기(slope),곡률(curvature)로해석이가능한장점이있다.

한편금리기간구조와관련하여장단기금리격차의경기예측성도오랫

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금리기간구조가 갖는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
변수로서유용성이확대되면서장단기금리격차의축소가경기침체를예

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이명수, 2008)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tock and Watson (1999), Hamilton and Kim (2002) 등 많은 연
구가과거부터이루어졌다.금리기간구조와관련된대표적인이론인기대
가설(expectation hypothesis)에서는채권수익률을채권만기동안의평균적
인 미래 단기금리와 시간불변인 기간프리미엄으로 분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기금리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간불변인 기간프리미엄의 가정하에서는 장기금리도 미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격차는 장
기채권만기까지의미래단기금리의평균에현재단기금리를차감한값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동 격차의 축소는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인하가능성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이러한경기예측성으로
인해 2006년이후우리나라는장단기금리격차를경기선행지수의구성항
목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 장단기금리 격차 축소가 향후 경기변동과 무관한 장기채권의

기간프리미엄감소에기인한다면이는경기침체와무관하게된다.이대기
(2007)에따르면 2005년을전후하여미국에서나타난장단기금리역전이
반드시경기침체를예고하는것은아니라는주장이미연준을중심으로제

기되면서장단기금리격차의경기선행성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대두된

바있다.또한 2000년대초 ·중반을대상으로한이대기의분석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장단기금리격차는장기채권에내재된기간프리미엄의영향

을받은것으로나타난바있다.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것은전통적인기대가설의주장과달리기간

프리미엄이 시변성을 갖기 때문이다. Campbell and Shiller (1991) 등 많은
실증분석연구에서는기간프리미엄이시변(time-varying)하는특징을가진
다는사실을밝혀내고기대가설을기각하는결과를내놓고있다.기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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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러가지관점에서검증가능한데이중 Cochrane and Piazzesi (2005)는
장기채권의 1년보유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이예측가능하다는점을
밝힘으로써기대가설이성립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이후연구에의하
면기간프리미엄은장기채권보유에따르는리스크혹은채권시장수급상

황에의해결정된다고알려져있다.또한 Kim (2008)은미국국채수익률을
대상으로 기간프리미엄이 시변하는 데다 채권의 미래 초과보유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유진 ·오완근(2005)도 우리
나라이자율기간구조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순수기대가설이기각됨을

밝혔다.
채권수익률에내재한기간프리미엄에대한분석은통화정책파급경로

의 유효성 점검을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000년대 들어 미국에
서정책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장기금리의움직임이작아서통화정책파

급경로의 유효성이 저하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현상을 “그
린스펀의수수께끼(Greenspan conundrum)”로지칭하기도한다.이에대한
해답은 채권 기간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기간프리미엄의결정요인에관한본격적인연구는미진한것으로생

각된다.

3. 데이터,모형및추정방법

3.1. 데이터분석

본고의 국고채 수익률 데이터는 한국자산평가의 2001.1월∼2010.12월
중(120개) 월평균 국고채 현물수익률(할인율)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국고
채의만기는 3, 6, 9, 12, 18, 24, 30, 36, 48, 60, 84, 120, 240개월로총 13개이다.
해당만기의국고채가매시점마다존재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붓스트랩

(bootstrap)으로해당만기의국고채수익률을추정한데이터이다.
거시금융 금리기간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무재정(no-arbitrage)

조건의 가정하에 월말 혹은 월초 등 특정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채권거래가 활
발하지 않아 특정한 거래가 특정일의 수익률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국고채 수익률
데이터를사용하였다.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동태적 Nelson-Siegel모
형은 무재정 조건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여도

이론적으로문제가없는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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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에서사용된거시경제변수로는GDP
대용변수로 경기동행지수 증가율(전기대비 연율), 인플레이션 대용변수
로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정책금리 대용변수로 콜금리(월평
균)를 사용하였다. 앞으로 이들 네 변수를 각각 ∆yt , πt , it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림 1은 표본기간중(2001.1월∼2010.12월중)의 국고채수익률(만기 3,

60, 240개월)과 콜금리 추이(월평균)를 나타낸 것이다. 표본기간은 그림 1
에서음영으로나타난세번의경기수축기1를포함한다.경기수축기전환
이전국고채수익률스프레드가축소되는모습을,경기확장기전환이전에
스프레드가확대되는모습을관찰할수있다.

그림 1:국고채수익률추이

표 1은표본기간중국고채수익률의주요통계량을정리한것이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익률곡선은 평균적으로 i) 우상향하면서 오목한(con-
cave) 형태를 보이고 있고, ii) 1차 자기상관계수(ρ(1))가 0.95 내외를 보이
는 등 매우 지속적(persistent)인 특성이 있으며, iii) 단기 국고채수익률의
변동성이장기변동성보다높은특징이있음을알수있다.또한 12차자기
상관계수(ρ(12))가 0.3 내외로 1차 계수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30차 계수
(ρ(30))가 −0.3 내외의 음의 계수값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국고채 수익률
은평균회귀(mean reversion)경향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이상과같은
특징은 Diebold and Li(2006)가 파악한 미국 국고채 기간구조의 평균적인
특징과대체로일치한다.

12008.8∼2001.7월, 2002.12월∼2005.4월, 2008.1월∼2009.2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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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고채수익률주요통계량

만기(개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ρ(1) ρ(12) ρ(30)
3 3.97 1.07 1.73 5.87 0.96 0.31 -0.38
6 4.12 1.03 1.94 5.98 0.95 0.31 -0.38
9 4.26 0.97 2.18 6.01 0.95 0.32 -0.37
12 4.35 0.93 2.38 6.17 0.94 0.32 -0.37
18 4.56 0.88 2.79 6.51 0.93 0.31 -0.38
24 4.68 0.86 3.10 6.70 0.92 0.29 -0.36
30 4.77 0.85 3.19 6.75 0.93 0.30 -0.36
36 4.83 0.85 3.26 6.87 0.93 0.30 -0.33
48 5.06 0.85 3.34 7.55 0.93 0.30 -0.32
60 5.15 0.88 3.41 7.59 0.93 0.31 -0.27
84 5.34 0.83 3.77 7.63 0.93 0.29 -0.23

120 5.43 0.79 3.93 7.62 0.93 0.26 -0.21
240 5.56 0.73 4.15 7.62 0.93 0.22 -0.23

다만 미국의 경우 경기수축기 전환 직전에 장단기 금리격차의 역전이

자주일어난반면,우리나라는동격차가축소되기는하지만역전현상까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은
데에도기인하지만우리나라장기채권의기간프리미엄이미국보다큰데

원인이있을수도있다.이와관련하여 Cochrane (2007)은인플레이션리스
크가큰나라에서장기채권기간프리미엄이큰경향이있다고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표 2에서는 수익률 데이터에 대한 주성분(principal compo-
nent)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처음의 두 주성분이 전체
수익률곡선움직임의대부분을포착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즉제1주
성분이 전체 수익률 구조의 90% 이상을 설명하며 제2주성분까지 포함시
키면 99%이상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표 3에서나타났듯이기존의많은수익률곡선분석결과와마찬
가지로세가지주성분이각각수준,기울기,곡률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
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곡선 구조는 수준(level), 기울기(slope), 곡률(curva-
ture) 등을 나타내는 세 가지 팩터에 의해 대부분 설명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Litterman and Scheinkman, 1991).우리나라국고채수익률의경우에도
제1주성분과수준은 0.99,제2주성분과기울기는 −0.97,제3주성분과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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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주성분분석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제3주성분 제4주성분
특성값 11.27 1.60 0.07 0.03
비중(%) 86.7 12.3 0.5 0.2
누적비중(%) 86.7 99.0 99.6 99.8

은 −0.92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Diebold et al. (2006)은 월별데이터에
서곡률요인은중요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그는그이유로보통제3주성
분은이분산성과관련이있는데월별이나분기데이터에서는이분산성이

뚜렷이나타나지않기때문이라고하였다.그러나기간프리미엄분석시에
는 월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 정도의 상태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예를들어 Cochrane and Piazzesi (2005)의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간프리미엄의 결정요인과 선도이자율 곡선(forward rate
curve)의곡률이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표 3:주성분과수익률간상관계수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제3주성분 수준 기울기 곡률

수준 0.99 0.10 0.03 1.00 -0.32 0.21
기울기 -0.22 -0.97 -0.07 -0.32 1.00 0.07
곡률 0.25 -0.05 -0.92 0.21 0.07 1.00

주: 수준, 기울기 및 곡률은 각각 (yt(3) + yt(24) + yt(120))/3, yt(120) − yt(3),
2yt(24)− yt(3)− yt(120)으로계산.

3.2. 동태적 Nelson-Siegel모형

본 절에서는 Diebold et al. (2006)의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 대하
여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Diebold and Li (2006)에 따르면 Nelson-Siegel
모형은 식 (1)과 같은 선도이자율 곡선(instantaneous forward rate curve)을
가정한다.

f rt(τ) = Lt +Ste−λτ +Ctλe−λτ . (1)

여기에서 Lt , St , Ct는직접관찰되지않는수익률곡선팩터(factor), τ는

선도이자율 적용시점, λ는 모형의 decay 계수이다. Diebold et al. (20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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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이들팩터가각각수준,기울기,곡률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
Lt , St , Ct로부르기로한다.
이에상응하는현물수익률(spot rate)곡선은식 (2)와같다.2

yt(τ) = Lt +St

(
1− e−λτ

λτ

)
+Ct

(
1− e−λτ

λτ− e−λτ

)
. (2)

여기에서 τ는현물수익률의만기를의미한다.여기에서 Lt , St , Ct 등수

익률곡선팩터에곱해진계수는요인부하(factor loading)로해석한다.
다음으로 Lt , St , Ct 등 수익률곡선 팩터 벡터에 m× 1 거시경제변수 벡

터Mt를추가로포함하는상태변수벡터 ft = (M′t ,Lt ,St ,Ct)
′를정의한다.본

연구에서는 Mt = (∆yt , πt , it)′이된다.
만일 상태변수벡터 ft가 1계 VAR(vector autoregression) 과정을 따른다

면 다음과 같이 이행방정식과 측정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상태공간 표현

(state-space representation)이가능하다.

① 이행방정식(transition equation): ft = µ +A ft−1 +ηt

(µ는 (m+ 3)× 1 벡터, A는 (m+ 3)× (m+ 3) 행렬, ηt는 (m+ 3)× 1
오차항)

② 관측방정식(measurement equation):

(
yt

Mt

)
=

(
0 Λ

Im 0

)
ft +

(
εt

0

)
(Im은 m×m항등행렬)

③ 오차항구조:

(
ηt

εt

)
∼WN

[(
0
0

)
,

(
Q 0
0 H

)]
(Q는 3×3비대각행렬, H는 N×N대각행렬)

본상태공간모형을 Kalman filter로추정하는것도가능하지만,추정계
수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글로벌한 극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Diebold and Li (2006)의추정방법을따라관측방정식의계수 λ

를 0.0609로 고정시키고 국고채 수익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측방정식으
로부터수익률곡선팩터를추출한후,이를이용하여이행방정식을추정하
는 2단계 추정방식을 택하였다. Kalman filter를 사용하더라도 수익률곡선
팩터추출은주로수익률데이터의정보만을이용할것으로생각되므로, 2

2선도이자율과현물수익률은 yt(τ) =
1
τ

∫
τ

0 f rt(s)ds의관계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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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정으로 인한 추정 효율성의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 Decay 계수 λ는 곡률팩터 Ct에 대한 요인부하(factor loading)가 극대화
되는채권만기를결정하게된다.보통 2-3년만기에서동요인부하가가장
크다고가정하는데 Diebold and Li(2006)는이의평균인 30개월에서요인부
하를극대화시키는 0.0609를제안한것이다.본연구에서도 Diebold and Li
(2006)와같이 0.0609의 λ를가정하였다.따라서각월별로국고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관측방정식을 추정하여 수익률곡

선팩터인 Lt , St , Ct를추출하게된다.

3.3. SVAR모형추정

본 연구는 Diebold and Li (2006)의 2단계 추정법으로 추정한 축약형
(reduced-form) VAR(이행방정식) 모형을 사전 설정된 장기 및 당기의 영
(零)제약하에 SVAR모형으로전환하여구조충격에대한거시경제변수,
수익률곡선 팩터 등 모형내 내생변수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격반응 분석시 유의성 검정을 위한 신뢰구간 추정(본 연구는 90% 신뢰
구간사용)에는붓스트랩(bootstrap)을이용하였다.

SVAR모형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추정한다.먼저 2단계방식에의해
식 (3)의 이행방정식(축약형 VAR)을 추정한다. 설명 편의상 µ = 0를 가정
하기로한다.

ft = A ft−1 +ηt , Q = E(ηtη
′
t ). (3)

축약형 VAR 모형을 MA(moving average) 형태로 전환하면 식 (4)와 같
다.

ft = (I−AL)−1
ηt (L은 lag operator). (4)

SVAR 모형 전환은 식 (4)에서 출발하여 상호 독립인 구조 충격 (즉
E(vtv′t) = I를만족하는 vt)에대한MA형태를구하는것이목적이된다.이
러한전환은결국 ηt = C0vt 및 E(vtv′t) = I를만족하는 C0 행렬을추정하는

것과동일하다.여기에서식 (3)의 Q = E(ηtη
′
t )를통해 C0C′0 = Q의관계를

알수있는데장기및당기충격반응에대해적절한제약을가하면비선형

연립방정식C0C′0 = Q를풀어서C0를추정할수있다.
추정된C0를통해시차다항식C(L) = (I−AL)−1C0을정의하면식 (5)와

같은구조형 MA모형을구할수있다. C(L)의정의에서결국 C0는당기승

수행렬C(0)와동일함을알수있다.

ft =
∞

∑
j=0

C jvt− j =C(L)vt , E(vtv′t) = I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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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언급한바와같이구조적모형은보통장기승수행렬 C(1)과당기
승수행렬 C0에 경제이론에 기초한 적절한 零 제약을 가하여 추정한다. 제
약형태에따라서구조충격에대해경제이론에기반한해석이가능한것

이 SVAR모형의장점이다.보통 k변수 VAR의적도식별(just identification)
을위해서는 k(k−1)/2의제약이필요하다.따라서 3개의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한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은 15개의 제약이 필요하다. 실제 추정은
먼저 C0C′0 = Q의 하삼각 요소(대칭행렬이므로)와 C(1)에서 零 제약이 들
어간 요소와 관련된 비선형연립방정식을 풀어서 C0를 구한다. 일단 C0를

구하면C(L) = (I−AL)−1C0식에의해C(L)이식별된다.
본연구에서는앞서언급하였듯이 VAR의변수를 ft = (M′t ,Lt ,St ,Ct)

′로

정의하며 Mt = (∆yt , πt , it)’로 정의하고 있다. Diebold et al. (2006)과 달리
VAR변수순서에서거시경제변수를수익률곡선팩터보다앞에배치하였
다.이는거시경제변수가수익률곡선에미치는영향을강조한 Ang and Pi-
azzesi (2003)의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의 SVAR 모형 추정을 위한
제약은 주로 Choi and Wen (2010)을 참조하였고, 수익률곡선 변수와 관련
된제약은 Diebold et al. (2006)의축차적제약을참조하였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같은제약이설정되었다.

①수요충격은산출수준(yt)에장기적인영향이없음 (1개)
②통화충격은산출수준(yt)에장기적인영향이없음 (1개)
③통화충격은산출수준(yt)에당기영향이없음 (1개)
④수준,기울기,곡률등수익률곡선충격은산출,물가(소비자물가상

승률),정책금리에당기영향이없음 (9개)
⑤기울기충격은 Lt에당기영향이없음 (1개)
⑥곡률충격은 Lt , St에당기영향이없음 (2개)

이들 零 제약들을 당기(C0) 및 장기승수(C(1)) 행렬에 직접 나타내면 다음
과같다.

C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零제약부과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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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제약에따라구조충격 vt 벡터의각요소는수요충격,공급충
격, 수요충격, (예상치못한) 통화충격, 수준충격, 기울기충격, 곡률충격의
순이 된다. 여기에서 수요충격, 공급충격, (예상치못한) 통화충격 등은 거
시경제 충격으로, 수준충격, 기울기충격, 곡률충격 등은 수익률곡선 자체
충격으로해석하기로한다.

SVAR모형전환을위한제약들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먼저①∼③
의 제약은 Choi and Wen (2010)을 참조한 것이다. Choi and Wen (2010)은
GDP성장률,인플레이션,페더럴펀드금리로이루어진 3변수 SVAR모형을
추정 및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산출갭 및 인플레이션에 정책금리가 내
생적으로반응하는테일러룰(Taylor rule)을도입하여총수요충격,총공급
충격 및 통화정책충격을 식별하였다. 이 때 통화정책충격은 테일러 룰로
설명되지않는정책금리의외생적인충격이므로예상치못한통화정책충

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총수요 혹은 총공급충격은 테일러 룰이 의미
하는예상된정책금리변동에의해모형내여타내생변수에영향을미친다.
Choi and Wen (2010)은 구조충격 식별을 위해 (i) 총수요충격 및 통화충격
은 산출 수준에 장기적 영향이 없고, (ii) 통화충격은 산출 증가율에 당기
의영향이없다는제약을사용하였다. Choi and Wen (2010)에따르면 (i)의
제약은총공급충격만이산출수준에영향을미치는일반적인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기초한 가정이다. 이러한 장기제약을 통한 수요 및 공급충격
의 식별은 Blanchard and Quah (1989) 이래 SVAR 연구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또한통화정책이시차를두고실물경제에영향을미친다는가정 (ii)
역시 VAR문헌에서널리사용되는가정이다.

다음으로수익률곡선충격이당기에는거시경제변수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고가정하였다(제약④).이는결국당기승수행렬C0의우상방행렬

(3×3행렬)이零행렬이라는제약이다.이는금융시장자체충격은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실물경제 충격에 대해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한다는가정에서비롯된것이다.3

한편수익률곡선팩터인 Lt , St , Ct간상호관계에있어서는 Diebold et al.
(2006)에서와 같이 축차적(recursive) 제약을 주었다. 이는 ⑤ 및 ⑥ 제약을
의미한다.따라서동제약으로부터식별되는수준,기울기,곡률의구조충

3이는 Diebold et al. (2006)의가정과는차이가있다. Diebold et al. (2006)은월초의국채
수익률을사용하여수익률곡선을정의하고있기때문에수익률곡선이동일월의거시경제

충격의영향을받지않는다는가정을하고있다.반면본연구는우리나라의경우국채유
통시장이미국에비해미발달하였다는점을감안하여수익률곡선이특정거래의영향을덜

받게되는월평균데이터를사용하고있어Diebold et al. (2006)과같은설정을할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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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수익률곡선팩터추이

격과 관련된 충격반응 분석은 Diebold et al. (2006)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
분석이가능하다고하겠다.

4. 실증분석

4.1. 수익률곡선팩터추정

본절에서는먼저전장에서소개한상태공간모형의관측방정식에서추

출한수익률곡선팩터인 L̂t , Ŝt , Ĉt 등의특징을분석하기로한다.다음절에
서본격적으로거시경제변수를함께고려하는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을

분석한다. 이들 수익률곡선 팩터는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decay 계수를
고정한상황에서월평균수익률데이터를이용한최소자승법을통하여추

출하였다.그림 2는수익률곡선팩터 L̂t , Ŝt , Ĉt의추이를보여준다.
수익률곡선 팩터 L̂t , Ŝt , Ĉt는 예상대로 3장에서 정의한 실제 수익률곡

선으로부터 구한 수준, 기울기, 곡률4과 각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수익률곡선팩터 L̂t , Ŝt , Ĉt와이들수준,기울기,곡률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4 참조), Diebold et al. (2006)과 마찬가지로 L̂t

43장에서는 수준, 기울기 및 곡률을 (yt(3) + yt(24) + yt(120))/3, yt(120) − yt(3) 및
2yt(24)− yt(3)− yt(120)으로각각정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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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수준,기울기및곡률과수익률곡선팩터간상관계수

Lt St Ct 수준 기울기 곡률

Lt 1.00 -0.41 0.37 0.71 0.40 0.05
St -0.42 1.00 -0.23 0.32 -0.99 -0.02
Ct 0.37 -0.23 1.00 0.38 0.26 0.87

주: Lt , St 및 Ct는기간구조모형에서추출한수익률곡선팩터임.수준,기울기및
곡률은각각 (yt(3)+ yt(24)+ yt(120))/3,yt(120)− yt(3)및 2yt(24)− yt(3)− yt(120)
을의미함.

은 수준(상관계수 0.69), Ŝt은 기울기(상관계수 -0.98로 기울기와 부(負)의
관계), Ĉt는곡률(상관계수 0.81)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참고로 Diebold et al. (2006)이산출한상관계수는 L̂t과수준간에 0.80, Ŝt와

기울기간에 -0.98, Ĉt와곡률간에 0.96으로나타나미국의경우 L̂t과수준간

상관계수가우리나라의경우보다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
수익률곡선 팩터중 기울기와 관련있는 Ŝt는 경기순환과 밀접하게 관

련된 것으로 보인다. Ŝt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콜금리(월평균)간
의상관계수를각각산출한결과 0.54및 0.75으로나타났다. Diebold et al.
(2006)의경우에도이와유사하게 Ŝt와제조업설비가동률간의상관계수가

0.39로나타나미국의경우에도동변수가경기순환과밀접한관계를가진
변수로나타났다.한편 Diebold et al. (2006)의경우 L̂t와인플레이션간상관

계수가 0.43으로 나타나 수익률곡선 수준이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L̂t와 인플레이션

간상관계수가 0.15에불과하여 L̂t가미국과마찬가지로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는것으로생각된다.

4.2. 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적합성

본절에서는거시경제변수를국채수익률과함께고려하는거시금융기

간구조모형의적합성을분석하기로한다.앞서언급하였듯이거시금융기
간구조모형은Mt = (∆yt , πt , it)′을거시경제변수벡터로고려한다.동모형
의추정결과는지면관계상부록 1에수록하였다.한편거시금융기간구조
모형의추정에있어서 2008년하반기의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모형의구
조적 변화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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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이전에는 1을, 2008년 10월 이후에는 0을 취하는 금융위기 더미변
수를 이행방정식에 포함시켜서 추정하였다. 금융위기 더미변수가 모두 0
이라는 구조변화와 관련된 Wald 검정(자유도 6)을 수행한 결과 동 검정통
계량이 36.9(p-value 0.00)으로나타나금융위기전후의구조변화가뚜렷이
나타났다.부록 1에나타난개별금융위기더미변수를살펴보면특히경기
동행지수증가율,콜금리및 Lt의방정식에서금융위기더미변수가유의한

추정계수를가짐을알수있다.
다음으로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을 추정한 후 거시경제 변수와 수익

률곡선 팩터를 연결시켜주는 계수가 유의한 지 검정하기 위해 Diebold et
al. (2006)을따라Wald검정을수행하였다.

먼저설명편의상상태공간모형이행방정식의 A행렬을 A =

(
A1 A2

A3 A4

)
로 Ai (i=1,...,4)는 모두 3×3 행렬로서 A1는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를 나타

내는 거시경제변수 블록, A2는 수익률곡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수익률곡선→거시경제”블록, A3는반대로 “거시경제→수익
률곡선” 블록, A4는 수익률곡선 블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
시경제변수와수익률곡선팩터간의관계에대해다음과같은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①H0:거시경제변수와수익률곡선은상호연관관계가없다(A2 = 0, A3 = 0).
② H0:거시경제변수가수익률곡선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A3 = 0).
③ H0:수익률곡선이거시경제변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A2 = 0).

표 5는각각상기한가설을검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검정결과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거시경제변수와 수익률변수간의 상호 영향관계가

데이터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표 5:거시변수및수익률간상호작용검정

H0 : A2 = 0,A3 = 0 H0 : A3 = 0 H0 : A2 = 0
Wald통계량 90.9 46.5 27.6

(0.00) (0.00) (0.00)
(제약의수) 18 9 9

주:괄호안의숫자는Wald통계량에해당하는 p-값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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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표본외예측분석결과

예측시계 임의보행 Yields only Yields macro
1개월 0.249 (0.190) 0.249 (0.198) 0.212 (0.195)
6개월 0.758 (0.465) 0.729 (0.535) 0.602 (0.428)

12개월 0.965 (0.648) 0.875 (0.734) 0.834 (0.555)

주:통계량은 RMSE(root-mean squared errors)가사용되었으며괄호안의숫자는금
융위기이전(2008년 9월까지)만을대상으로한 RMSE통계량임

다음으로 이들 모형을 대상으로 표본외예측 검정을 수행하였다. 일반
적으로추정계수가많은복잡한모형이높은표본내적합성에도불구하고

과도적합(overfitting) 경향으로 인해 표본외 예측성과가 부진한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여러 금리기간구조 연구에서 정교한 어파인 금리기간구조
모형이 표본내 적합성은 매우 우수한 반면 표본외 예측력에서는 단순한

임의보행(random walk)모형보다도뒤떨어지는결과를제시하여왔다.본
연구의표본외예측분석은이러한과도적합여부를검정하기위한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외예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1.1

월∼2004.12월중 4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이행방정
식의 VAR계수와 표본내 최종 월의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1개월 후, 6개월
후및 12개월후의국고채수익률을예측하고실제수익률과비교하여예
측오차를 구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1개월씩 연장하고 같은 예측시계의
국고채수익률예측을축차적으로반복수행하였다.거시금융기간구조모
형(Yields-macro 모형으로 지칭) 이외에도 거시경제변수를 제외시킨 모형
(편의상 Yields-only모형으로지칭)과임의보행(random walk)모형도벤치
마크모형으로포함시켰다.
표본외예측검정결과는표 6및표 7에수록되어있다.표 6은향후 1개

월, 6개월및 12개월의국고채수익률예측결과를제시하였다.이때글로벌
금융위기가예측결과분석을왜곡할것을우려하여금융위기이전기간의

예측분석도괄호안에제시하였다.한편표 7에서는경제예측실무에있어
서가장흥미있을것으로생각되는향후 6개월국고채수익률예측결과를
국고채만기별로제시하였다.마찬가지로금융위기이전기간만을대상으
로 한 결과도 괄호안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 6 및 표 7의 결과 보고에서
굵게표기된숫자가예측성과가가장좋은것을의미한다.
전반적인 결과(표 6)를 보면 RMSE(root mean squared error)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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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만기별표본외예측분석결과 (6개월)

만기 임의보행 Yields only Yields macro
3개월 0.982 (0.357) 0.935 (0.466) 0.727 (0.279)
6개월 0.996 (0.382) 0.930 (0.540) 0.717 (0.340)
9개월 0.981 (0.393) 0.906 (0.570) 0.677 (0.371)
12개월 0.957 (0.403) 0.872 (0.576) 0.649 (0.380)
18개월 0.934 (0.478) 0.822 (0.611) 0.611 (0.422)
24개월 0.947 (0.499) 0.791 (0.610) 0.618 (0.467)
30개월 0.880 (0.505) 0.708 (0.571) 0.579 (0.470)
36개월 0.860 (0.511) 0.680 (0.525) 0.585 (0.455)
48개월 0.817 (0.528) 0.585 (0.552) 0.550 (0.492)
60개월 0.812 (0.533) 0.553 (0.502)) 0.543 (0.481)
84개월 0.774 (0.459) 0.495 (0.475) 0.523 (0.459)
120개월 0.793 (0.472) 0.477 (0.460) 0.507 (0.464)
240개월 0.791 (0.480) 0.451 (0.463) 0.468 (0.427)

주:통계량은 RMSE(root-mean squared errors)가사용되었으며괄호안의숫자는금
융위기이전(2008년 9월까지)만을대상으로한 RMSE통계량임

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예측능력이거의모든예측시계에서임의보행

모형, Yields-only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기간
을제외한분석에서도 1개월예측시계를제외하고는 Yields-macro모형의
예측력이가장우수하였다.이와같은결과를종합하면거시경제변수를포
함한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에서과도적합현상은나타나지않는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6개월 국고채수익률 예측결과를 만기별로 보아도(표 7), 일부 장

기국고채를제외하고는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예측력이우수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만기에 걸쳐 나타났다. 특
히시장에서활발히거래되는만기 5년이하의국고채의경우거시금융기
간구조 모형이 표본외 예측력이 모든 만기에서 우월하였다. 10년만기 등
장기 국고채 수익률의 표본외 예측력에 있어서도 다른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예측성과분석에서거시경제변수를포함시키지않은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인 Yields-only 모형의 예측성과가 대체로 임의보행 모형보다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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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다. 즉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서
거시경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수익률곡선의 예측에 불충분하

며 오히려 예측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거시경제변수를 포
함시킨 거시금융 기간구조(Yields-macro) 모형은 표본외 예측력을 대부분
만기에걸쳐크게개선시켰다.

4.3. 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충격반응분석

본 절에서는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을 대상으로 구조충격에 대한 충

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3은 SVAR로 식
별한단위표준편차의구조충격에대한내생변수의충격반응을보여주고

있다.한편,동모형의충격반응함수와관련된장기승수행렬(C(1))과당기
승수행렬(C0)의추정결과는부록 2에수록하였다.
그림 3에서나타난거시경제변수관련충격반응추정결과는대체로과

거 SVAR연구에서도출된충격반응분석결과와유사한것으로보인다.이
를 자세히 보면, 먼저 수요충격은 단기적으로 산출을 증대시키고 시차를
두고인플레이션율을상승시킨다.다만수요충격이산출에미치는영향은
사전 제약에 의해 장기적으로 상쇄된다. 다시말해 수요충격은 경기순환
과정에서총수요곡선을일시적으로우측이동시키는충격인것이다.다음
으로 그림 3에 나타난 공급충격은 장기적으로 산출을 하락시키고 인플레
이션을상승시키는것으로나타나총공급곡선을좌측이동시키는경제에

대한부정적충격이식별되었음을알수있다.여기에는원자재가격상승,
기술퇴보등의예를들수있겠다.
다음으로수익률곡선블록과관련된수준,기울기및곡률충격은거시

경제 블록의 구조 충격이 식별된 후 직교관계 가정하에 식별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과 무관한 수급충격 등 채권시장 내부 요인이 주로 반영되

는것으로생각된다.
전절의 Wald검정결과에서거시경제블록과수익률곡선블록간에전

반적으로유의한상호영향관계가존재함을알수있었다.그러나그림 3의
개별충격반응분석을보면 “수익률곡선→거시경제”관계에서의미있는
결과를찾을수없었다.반면 “거시경제→수익률곡선”관계를보면수익
률곡선팩터중 St가구조적인거시경제충격에민감한반응을나타내었다.5

특히수요충격은 St를유의하게증가(장단기금리격차축소)시키는것으로
나타났는데,정(正)의수요충격은중앙은행의단기정책금리인상을가져

5St 는장단기금리격차(장기금리−단기금리)와역의관계를갖는다는점에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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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때문에일시적으로장단기금리격차가축소되는것으로생각된다.

1.산출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2.인플레이션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다음에계속)

그림 3:충격반응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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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계속)

3.콜금리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4. Lt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다음에계속)

그림 3:충격반응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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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계속)

5. St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6. Ct의반응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주:실선은단위표준편차충격에대한반응을나타내며,점선은부트스트랩으로
구한 90%신뢰구간을나타냄.

그림 3:충격반응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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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예측오차분산분해 (60개월예측시계)

수요 공급 통화 수준 기울기 곡률

∆yt 0.35 0.51 0.05 0.05 0.05 0.02
πt 0.05 0.08 0.72 0.01 0.05 0.08
it 0.60 0.07 0.06 0.06 0.06 0.02
Lt 0.00 0.05 0.00 0.88 0.03 0.04
St 0.16 0.04 0.02 0.64 0.05 0.09
Ct 0.01 0.04 0.04 0.19 0.07 0.64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수익률곡선→거시경제”의 관계보다는 “거시
경제→수익률곡선”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수익률곡선
팩터 St가거시경제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은주장은표 8의예측오차분산분해결과에더욱명확히나타

난다.이를보면거시경제변수에대한분산분해에서수준,기울기,곡률등
수익률곡선충격의설명력이낮았다.반면수익률곡선팩터중에서 St 변동

에대해수요구조충격의설명력이 16%로나타나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
보였다.

4.4. 기간프리미엄분석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에서 t 시점의 만기 τ 국고채수익률 yt (τ)은

상태변수 ft의선형함수이므로식 (6)과같이구조충격 vt의선형함수로나

타낼수있다.
yt (τ) = Λ(τ) ft = Λ(τ)C(L)vt . (6)

여기에서 Λ(τ) =
(
01×m,1,(1− e−λτ)/(λτ),(1− e−λτ)/(λτ)− e−τλ

)
, ft는 t

시점의상태변수를의미한다.식 (6)은구조방정식 (5)의 ft = C(L)vt에채

권만기 τ의함수인행렬 Λ(τ)을곱해준선형함수이기때문에손쉽게국고

채수익률의충격반응함수및분산분해를분석할수있다.
표 9는 3개월, 12개월, 60개월 만기 국고채수익률에 대한 구조 충격의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를 60개월 예측시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에 나오는 기대부분(EH) 및 기간프리미엄(TP)의 분산분해 결과에 관해서
는 추후 해석하기로 한다. 표 9에서 보듯이 만기에 따라 국고채수익률의
변동요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단기 국고채수익률(3개월)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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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국고채수익률예측오차분산분해 (60개월예측시계)

수요 공급 통화 수준 기울기 곡률

3개월수익률 0.52 0.10 0.08 0.11 0.11 0.09
EH 0.60 0.09 0.09 0.08 0.05 0.09
TP 0.15 0.12 0.10 0.41 0.18 0.04

12개월수익률 0.26 0.09 0.06 0.38 0.07 0.13
EH 0.41 0.13 0.14 0.17 0.05 0.10
TP 0.15 0.08 0.04 0.58 0.07 0.08

60개월수익률 0.04 0.07 0.02 0.77 0.05 0.06
EH 0.25 0.14 0.13 0.38 0.05 0.04
TP 0.03 0.07 0.01 0.81 0.05 0.04

주 : EH는기대부분을 TP는기간프리미엄을나타냄.

수요충격 등 거시경제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장기 국고채수익률
(60개월)은수익률곡선자체충격의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보인다.예를
들어 수요충격이 단기 수익률 변동의 50% 내외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사실 수요충격 발생에 따른 중앙은행의 내생적인 정책금리 변동이 국고

채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되는수익률곡선의구조충격이단기국고채수

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장기
국고채수익률(60개월)의경우수요충격의설명력이 4%로떨어진반면,수
준충격(77%비중)을중심으로한수익률곡선자체의구조충격이상당한
비중을차지하는등단기국고채수익률과는전혀다른모습을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기별 국고채 수익률의 변동요인에 관한 엄밀한 분석

을 위해 국고채 수익률을 기대부분 및 기간프리미엄 부분으로 분해하고

각각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먼저 Ang et al. (2006)에서와
같이만기 τ의국고채수익률은다음과같이기대가설(EH)부분과기간프
리미엄(TP)부분으로분해할수있다.

yt (τ) = Et

[
1

τ ∑
τ−1
i=0 yt+i (1)

]
︸ ︷︷ ︸

EH

+yt (τ)−Et

[
1

τ ∑
τ−1
i=0 yt+i (τ)

]
︸ ︷︷ ︸

T P

(7)

식 (7)에서 EH는 만기까지의 미래 단기금리 기댓값의 평균이며, T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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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부분으로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을의미한다.
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은현재의상태변수가주어졌을때미래상태

변수가 VAR과정을따른다고가정하기때문에미래단기금리의기댓값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즉 t 시점의 τ 만기 국고채수익률 yt(τ)에 대한 기대

부분 EHt(τ)은다음과같이산출된다. Ang et al. (2006)등도이와유사하게
VAR과정을이용하여기대부분을산출한바있다.

EHt(τ)≡
1
τ

τ−1

∑
i=0

Etyt+i(1) =
Λ(1)

τ

τ−1

∑
i=0

[
(I−A)−1(I−Ai)µ +Ai ft

]
(8)

여기에서 Λ(τ) =
(
01×m,1,(1− e−λτ)/(λτ),(1− e−λτ)/(λτ)− e−τλ

)
, ft

는 t 시점의 상태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t 시점의 τ 만기 국고채에 대한

기간프리미엄 T Pt(τ)는 yt(τ)가 관찰가능한 경우 T Pt (τ) = yt (τ)−EHt (τ)

로구할수있겠으나본연구의경우기간프리미엄의구조충격에따른충

격반응분석이필요하므로 yt(τ)를상태변수의함수로나타내어야한다.이
를위해본연구에서는 yt(τ)가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이설명하는부분
(즉 ŷt(τ) = Λ(τ) ft)과이와독립인측정오차 υt(τ)로구성된다고가정한다.
이때기간프리미엄은 T Pt (τ) = ŷt(τ)−EHt (τ)으로가정한다.따라서기간
프리미엄의최종공식은식 (9)와같으며 yt(τ) = EHt(τ)+T Pt(τ)+υt(τ)의

관계가성립한다.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은이와같이기간프리미엄에
대해상태변수의닫힌형태의결정식이존재한다는분석상의장점이있다.

T Pt(τ)≡ Λ(τ) ft − (1/τ)Λ(1)
τ−1

∑
i=0

(
(I−A)−1 (I−Ai)

µ +Ai ft
)

(9)

그림 4는 기대부분 및 기간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표본기간중 만기 12
개월및 60개월(τ = 12혹은 60)을대상으로국고채수익률,기대부분(EH),
기간프리미엄(TP)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이를보면만기에따라기대부
분및기간프리미엄이서로다른움직임을보임을알수있다.먼저단기국
고채수익률(만기 12개월)은수익률변동의대부분을기대요인이설명하고
있는반면,장기국고채수익률(만기 60개월)의변동은기간프리미엄의변
동에주로의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따라서전통적인기대가설은단기
국고채수익률의경우에유의미한가설이된다고할수있다.특히장기국
고채수익률의경우기대부분의변동이매우작은데,이는국고채수익률이
안정적(stationary)인 것을 감안하면 만기가 길수록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
인기대부분이상수화되는것은대수(大數)의법칙에의해어쩌면당연한
결과라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특기할 만한 사실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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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개월국고채수익률(%)

2. 60개월국고채수익률(%)

그림 4:국고채수익률분해(기대부분(EH)및기간프리미엄(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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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이후정책금리가낮아지고당분간저금리정책기조가이어질것

으로보이면서기대부분이하락한반면,기간프리미엄이상승하는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기대부분의 급속한 하락은 모형 추정시 사용된 금융위기
더미변수가기대단기금리의산출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따라서최근
들어장기금리의움직임은채권수급상황을반영한수익률곡선자체요인

등이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하겠다.
식 (9)에서보듯이동태적 Nelson-Siegel모형에서기간프리미엄은상태

변수의 어파인 함수이다. 따라서 구조 충격에 대한 기간프리미엄의 충격
반응의분석이가능하다.그림 5는 12개월및 60개월기간프리미엄에대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앞에서 나온 표 9는 기대부분 및 기간프
리미엄의예측오차분산분해결과를수록하고있다.여기에서는주로기간
프리미엄을중심으로논의하기로한다.분산분해결과를보면만기에따라
기간프리미엄 변동 요인에 큰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로 갈
수록기간프리미엄은수준충격을중심으로수익률곡선자체충격의비중

이커져 60개월만기의경우 80%를상회하였다.이에반해단기국고채의
기간프리미엄은수익률곡선자체충격비중이크기는하지만거시경제충

격도어느정도영향(약 40%)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그림 5에서보듯이, 12개월및 60개월국고채기간프리미엄에대한충

격반응분석결과각구조충격에대한기간프리미엄의반응의방향성은일

치하였다.다만분산분해결과에서지적하였듯이 60개월만기의기간프리
미엄의경우수준충격의영향을상대적으로크게받는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기간프리미엄분석을보면장단기국고채수익률의변동요인

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단기국고채수익률변동은주로기대부분의
변동에 의한 것이지만, 장기 수익률의 경우 대부분 기간프리미엄의 변동
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간프리미엄도 만기에 따라서 변동요인에 차이를
보였는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간프리미엄은 거시경제상황보다 채권시
장 수급상황 등 수익률곡선 자체 충격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장 ·단기금리의연관관계를통한통화정책효과예측은거
시경제상황이외에도채권수급상황등을포함한기간프리미엄의분석이

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5.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 Diebold et al. (2006)의동태적 Nelson-Siegel모형을이용하여
SVAR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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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개월기간프리미엄의반응(%p)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2. 60개월기간프리미엄의반응(%p)
(1)수요충격 (2)공급충격 (3)통화충격

(4)수준충격 (5)기울기충격 (6)곡률충격

주:실선은단위표준편차충격에대한반응을나타내며,점선은부트스트랩으로
구한 90%신뢰구간을나타냄.

그림 5:기간프리미엄의충격반응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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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및분석하였다.이와관련된해외연구의경우미국의국채시장을대
상으로한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연구는 Ang and Piazzesi (2003)이후
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반면,아직우리나라국고채수익률곡선을대상으
로한거시금융모형의연구는아직미진한것으로판단되어향후활발한

연구가이루어질분야로생각된다.
본연구는방법론적측면에서기존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과달리동

태적 Nelson-Siegel 모형의 상태공간 모형을 SVAR 모형으로 전환하여 경
제이론에 기반을 두어 해석할 수 있는 구조 충격에 대한 금리기간구조의

반응을분석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이된다고하겠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 인플레이

션, 정책금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이 미국의 경우
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국고채기간구조의모형화에적합한것으로나타

났다. 이는 표본외 검정에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난결과였다.
둘째, SVAR모형추정에의해식별된수요,공급,통화등거시경제구조

충격과수준,기울기,곡률등수익률곡선자체의구조충격에대한충격반
응분석결과,거시경제가수익률곡선에미치는영향관계가수익률곡선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
률곡선팩터중기울기와관련있는 St가구조적인거시경제충격에민감한

반응을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국고채수익률을기대부분및기간프리미엄으로분해하여

분석한결과,단기국고채수익률변동은주로기대부분의영향을,장기수
익률의 경우 대부분 기간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간프리미엄의경우에도만기가길어질수록거시경제상황보다채권시장

수급상황등수익률곡선자체충격의영향을더욱많이받는것으로나타

났다. 수익률곡선의 구조 충격은 거시경제의 구조 충격이 식별된 후 이와
직교관계를가정하고식별하기때문에거시경제상황과무관한채권시장

수급충격 등의 요인이 주로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익률곡선
의 구조 충격은 의미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보면장 ·단기금리의연관관계를통한통화정

책효과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거시경제상황이외에도채권수급

상황등에의해결정되는기간프리미엄에대한분석은매우중요하다고할

수있다.기간프리미엄은다양한방식으로산출가능하기때문에산출방식
에대한강건성점검도의미있는후속연구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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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간프리미엄과 Cochrane and Piazzesi (2005)
가제안한수익률예측요인(return forecasting factor)의상관관계등을분석
할수있다.

SVAR모형은경제적해석이가능한구조충격의추출이가능하다.추
출된 구조 충격의 추이에 대한 분석도 통화정책의 제반환경을 점검하는

정책판단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구조 충격을
제거한 후 거시경제변수 혹은 수익률곡선의 역사적 추이를 분석하는 반

(反)사실분석(counterfactual analysis)도유용한정책분석자료가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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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거시금융기간구조모형의계수추정치

1. A행렬및 µ 벡터

∆yt−1 πt−1 it−1 Lt−1 St−1 Ct−1 µ

∆yt 0.49*** -0.06 0.31 -0.38* -0.48** -0.02 0.65*
(0.08) (0.05) (0.24) (0.21) (0.21) (0.05) (0.35)

πt -0.17** 0.81*** 0.43* -0.29 -0.3 0.01 0.13
(0.07) (0.05) (0.23) (0.20) (0.20) (0.04) (0.33)

it 0.10*** -0.01 0.90*** 0.02 -0.01 0.05*** 0.53***
(0.02) (0.02) (0.08) (0.07) (0.07) (0.01) (0.11)

Lt 0.01 -0.03 0.24 0.74*** -0.21 -0.04 0.25
(0.05) (0.03) (0.16) (0.14) (0.14) (0.03) (0.23)

St 0.16** 0.00 0.02 -0.08 0.90*** 0.07 0.18
(0.07) (0.04) (0.21) (0.18) (0.18) (0.04) (0.30)

Ct 0.07 -0.11 0.48 -0.3 -0.43 0.74*** -0.64
(0.10) (0.07) (0.32) (0.28) (0.28) (0.06) (0.47)

2.금융위기더미

∆yt πt it Lt St Ct
-0.49*** 0.01 -0.27*** -0.02 -0.24* -0.01

(0.15) (0.14) (0.05) (0.10) (0.13) (0.20)

3. Q행렬

∆yt πt it Lt St Ct
∆yt 0.15***

(0.02)
πt -0.02 0.13***

(0.01) (0.00)
it 0.01 0.01* 0.01

(0.01) (0.01) (0.02)
Lt 0.02 0.01*** 0.00 0.07***

(0.02) (0.00) (0.01) (0.01)
St -0.02 0.00*** 0.02*** -0.07*** 0.11***

(0.02) (0.00) (0.00) (0.00) (0.01)
Ct 0.02** 0.00 0.00 0.02 -0.03* 0.26***

(0.01) (0.01) (0.01) (0.01) (0.02) (0.03)

주: *, **,및 ***는각각 10%, 5%및 1%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하며괄호안
의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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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장기및당기반응행렬

1.장기반응행렬(C(1))

충격형태

반응변수 수요 공급 통화 수준 기울기 곡률

∆yt 0 -0.58 0 0.48 -0.23* -0.32*
(0.60) (0.30) (0.15) (0.18)

πt 0.46 0.41 -1.72 0.62 -0.84* 0.95*
(0.72) (0.67) (1.38) (0.79) (0.50) (0.55)

it 1.10*** -0.37 0.36 0.59 -0.42 0.51
(0.37) (0.51) (0.42) (0.53) (0.30) (0.36)

Lt 0.14 -0.84 -0.03 3.66*** -0.66 -0.79
(0.57) (1.11) (0.52) (1.26) (0.66) (0.73)

St 1.05* 0.42 0.44 -3.17*** 0.63 1.13
(0.62) (0.92) (0.56) (1.15) (0.63) (0.72)

Ct 0.06 -0.86 0.66 2.25** -0.96 1.45**
(0.61) (0.94) (0.77) (1.00) (0.60) (0.67)

2.당기반응행렬(C0)

충격형태

반응변수 수요 공급 통화 수준 기울기 곡률

∆yt 0.25*** -0.29 0 0 0 0
(0.08) (0.27)

πt -0.03 0.03 -0.36 0 0 0
(0.12) (0.07) (0.32

it 0.10*** 0.05 -0.03 0 0 0
(0.03) (0.06) (0.04)

Lt 0.00 -0.06 -0.04 0.25*** 0 0
(0.03) (0.06) (0.04) (0.02)

St 0.09* 0.13 -0.01 -0.27*** 0.12*** 0
(0.04) (0.13) (0.05) (0.03) (0.01)

Ct 0.03 -0.04 -0.01 0.08 -0.05 0.50***
(0.05) (0.06) (0.05) (0.06) (0.05) (0.03)

주: *, **,및 ***는각각 10%, 5%및 1%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하며괄호안
의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