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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외외국국국국인인인인    채채채채권권권권매매매매매매매매가가가가    

    채채채채권권권권시시시시장장장장    변변변변동동동동성성성성에에에에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영영영영향향향향    

 본 연구는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가 채권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어떠
한 역할을 했는지 EGARCH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고채(3년물)의 (조건부)변동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외국인 채권 
순매수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해 본 결과,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많
을수록 채권시장 변동성도 높아지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매매는 
시장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코브 스위칭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성의 국면에 따라 외
국인 채권거래 행태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
다. 추정결과, 고(高)변동성 국면에서 외국인 채권 순매도(순매수)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글로
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더
욱 확대시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본기간 내 변동성의 구조 변화시
점을 추정해 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유럽재정위기 
기간까지 고변동성 구간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면전환 확률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외국인 채권매매가 변동성의 국면전환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경제의 본질적 요인이 외
국인 채권거래 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자국편의(home bias)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채권시장, 외국인 채권투자, 변동성, EGARCH, 마코브 스
위칭(국면전환)

 JEL classification : C58, 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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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연연연연구구구구배배배배경경경경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금융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대

외 부채중 일부를 자국통화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우 

“original sin”으로 야기되는 통화 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채

권 수요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중장기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입되어 장기채

에 대한 수요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금융시

장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Peiris 2010). 

그러나 유출입 자금 규모가 단기간에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

대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꼬리 위험(tail risk) 발생으

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급격히 회수할 경우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 및 외환시장으

로 쉽게 전이되어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물경기에

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가별, 지역별 금융시장의 통합정도가 급격히 진전되고,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 및 양적 완화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 EMs) 국가의 주식 뿐만 아니라 지역

통화(local currency)로 표기된 국채 수요로까지 확대되었다.1)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였는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을 대

상으로 주로 유입되던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2007년을 전후하여 국채시장

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2013년에는 외국인 채권보유 금액이 사상 처음

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외

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1) 대부분 EMs 국가의 경우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통화표시 국채시장에서 해외 투자자 보유 
비중은 1% 미만이었지만, 2010년 경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30%, 멕시코와 말레시아의 경우 18∼
22%, 브라질은 14%대까지 상승하였다(Miyajima and Ch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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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기조가 양적완화를 종료하

고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EMs 국가들로부

터 자금이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이후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자금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아직까지(월 기준) 순매수 추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 금리차

가 더욱 축소되고, 주식시장으로부터 외국자금 이탈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

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환차손을 우려한 잠재적 자본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한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2) 

채권시장 변동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과의 연계(윤옥자·

강규호 2004), 채권시장 변동성의 특징(백인석·황세윤 2013, 권정훈·정진호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주였으며, 시장 변동성(불안정)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의 비본질적(non-fundamental) 요인인 외국인 채권매

매 행태가 채권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3)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종류의 

EGARCH(Exponential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 조건부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우선 

EGARCH 형태의 조건부 변동성 모형에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를 설명변수

로 추가하여 동 변수가 금리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2)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차익거래유인, 위험요인(CDS 프리미엄) 등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시경제 여건보다는 외환부문의 안정성 및 건전성 (외환보유
액)이 외국인 채권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석방 등 2010, 유복근 2014).

3) 채권시장 변동성은 가격결정 과정에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서 발행하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경기,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본질적(fundamental) 변동성과 외
국인 채권수요, 글로벌 위험선호 등에 기인하는 비본질적(non-fundamental) 변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백인석·황세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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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높아지면 채권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다음으로 마코

브 스위칭(markov switching)하는 조건부 변동성 모형으로, 고변동성 국면

에서 외국인 채권 순매도(순매수)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생적(endogenous) 국면전환 과정을 

EGARCH 모형에 도입하여 추정해 본 결과 외국인 채권매매가 변동성의 

국면 전환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매매 동

향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Ⅲ장에서는 외국인 채권매매와 채권시장 변동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시

사점을 간단히 다루었다. 

ⅡⅡⅡⅡ....    외외외외국국국국인인인인    투투투투자자자자자자자자    채채채채권권권권매매매매매매매매    동동동동향향향향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1994년에 처음으로 허용되었으나, 외국인 채

권보유 비중은 2007년 상반기까지 발행잔액의 0.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국채를 중심으로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

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에는 외국인 채권보유 금액이 사상 처음

으로 100조원을 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월간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으나, 최근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및 통

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순매수 금액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6%를 넘어선 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집중적인 순매도 기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4%대 미만을 기

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선진국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기조에 

힘입어 다시금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어 2013년 7월 최고치인 7.5%

4)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변동성”은 “조건부 변동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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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6%∼

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림 1> 채권시장 외국인 순매수 추이 및 보유비중

출처: 금융감독원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2015년말 기준 보유채권의 99.8%를 국채와 통안증

권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말 기준과 비교할 경우 국채의 

보유 비중이 60.4%에서 67%로 다소 높아졌으며, 통안증권은 34.3%에서 

32.2%로 소폭 하락하였다. 

<표 1> 외국인 투자자 채권종류별 보유 비중 (단위 : 조원)

구 분
'10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국 채
47.745 57.228 58.691 65.889 67.89

(64.4) (62.9) (62.0) (65.7) (67.0)

특수채
26.142 33.187 35.696 34.260 33.289

(35.2) (36.5) (37.7) (34.1) (32.8)

(통안채)  
25.42 31.586 34.386 33.230 32.658

(34.3) (34.7) (36.3) (33.1) (32.2)

회사채　
0.304 0.598 0.316 0.213 0.185

(0.4) (0.6) (0.3) (0.2) (0.2)

지방채
0 0.003 1.1 0.03 0

(0) (0) (0) (0) (0)

합 계
74.192 91.016 94.704 100.362 101.364

(100) (100) (100) (100) (100)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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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비교적 중장기인 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이 보유채

권의 잔존만기도 점차 길어져, 국고채는 3년∼3.5년 내외에서 통안채는 1년 

미만의 잔존만기를 보이고 있다.   

<표 2> 외국인 보유채권 잔존만기 추이

                                                                (단위 : 년)

구  분 ‘10년말 ‘11년말 ‘12.12월말

전체채권 2.30 2.43 2.59

국고채   3.18 3.03 3.52

통안채   0.65 0.66 0.82

출처: 금융감독원   

ⅢⅢⅢⅢ....    외외외외국국국국인인인인    채채채채권권권권매매매매매매매매와와와와    채채채채권권권권시시시시장장장장    변변변변동동동동성성성성    

본 장에서는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가 금리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

여 EGARCH 모형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모든 파라미터가 양(+)의 값을 갖

는 강한 제약이 부과되는 ARCH 유형의 모형과 달리, EGARCH 모형은 파

라미터 부호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가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EGARCH 모형을 이용할 경우 충격의 방향에 따라 조건부 변동성이 비대

칭적으로 반응하는 현상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정전호·권정은(2008)

에 의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도 변동성의 비대칭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종류의 EGARCH 모형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

은 EGARCH 형태의 조건부 변동성 모형에 설명변수로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를 추가하여 동 변수가 금리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두 번째 모형은 채권시장 변동성이 마코브 스위칭 과정을 따를 경우 고

(高)변동성 국면과 저( )변동성 국면에서 외국이 채권매매가 변동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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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채권매매가 채권시장

의 변동성 국면을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EGARCH 모형에 내생

적 국면전환 과정을 도입하여 추정해 보았다. 

1111....    기기기기술술술술적적적적    통통통통계계계계분분분분석석석석

추정에 사용된 채권시장 자료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 금리(3년

물, )의 매주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금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외국인 채

권매매 행태는 국채 거래금액 중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을 이용하였다.5) 외국인 국채 순매수 비중은 주간 누적 순매수 비중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6) 분석기간은 2007년 첫 주부터 2015년 

6월 마지막 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간 거래 금액 = [주체별(기관+외국인+개인) 총 매수 합 
                      + 주체별 총 매도액 합] / 2

   주간 거래 금액 중 외국인 비중 = 외국인 주간 순매수액 / 주간 거래금액 

<그림 2>와 <그림 3>은 주간 단위 국고채 금리와 외국인 순매수 비중

을 나타낸다. 국고채 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5%∼6% 대에서 

움직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급격한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큰 폭

으로 하락하였다. 그 후 짧은 반등과 긴 하락 추이를 반복적으로 보이며 

1% 대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외국인 순매수 비중은 앞에서와 

5) 국고채 금리(3년물)에 대한 거래량 대신 자료 이용이 가능한 국채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였지만, 만
기별 채권 금리의 방향성이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구조가 2.5년 전후인 점
을 고려하면 국채시장 전체의 거래량 정보가 동 금리결정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6) 채권 주체별 거래량 자료는 fn가이드(http://www.fnguide.com/)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체별 총매수 합과 총매도 합의 금액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주간 거래금액은 주체별 총매수 합과 
총매도 합을 더한 값을 2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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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시적인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의 순매수 비중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의 경우 하향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해 보았다(<표 3>). 그 결과「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차분 계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순매수 비중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표 3>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H0 : 단위근이 존재한다.)
p-value t 통계량

  0.802 -0.854

  0.000** -20.300**

  -0.000** -8.933**   

   주 : *, **는 각각 10% 및 5%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차분한 국고채 금리( )와 외국인 순매수 비중의 간단한 기

술적 통계의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변수 모두 첨도(kurtosis)가 정규

분포보다 크며, Jarque-Bera 정규분포 검정결과에서도 정규성이 기각되는 

등 금융시계열에서 보이는 두꺼운 꼬리분포(fat-tail)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특성을 보이는 시계열은 표준화 t분포와 같은 비정규분포를 가정하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금리 및 외국인 국채 순매수 비중 기초 통계

  
 평          균 -0.007 0.042
 표  준  편  차 0.036 0.047
 최    대    값 0.680 0.266
 최    소    값 -0.700 -0.170
 왜          도 0.036 0.512
 첨          도 8.913 7.344
Jarque-Bera(p 값)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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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고채(3년물) 추이

<그림 3> 외국인 순매수 비중(거래량 대비) 추이

주 : 순매수 비중 = 주간 외국인 순매수액 / 주간 거래금액  

    주간 거래 금액 = [주체별(기관+외국인+개인) 총 매수 합 + 주체별 총 매도액 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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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EEEEGGGGAAAARRRRCCCCHHHH    모모모모형형형형

금리를 차분한 변수를    라고 하면 조건부 변동성 추정을 위한 

EGARCH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Nelson 1991).

       ∼                           (1) 

log           log                (2)

식(1)에서 는 금리의 평균 %p 변동을 의미하며,   는 주어진 t-1기의 

정보하에 오차항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며 자유도가 인 t 분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식(2)에서    는 매 시점별 오차항을  표준편

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것을 나타내며, t 분포하에서 의 기대치는   

   와 같다.7) 식(2)에서 조건부 

분산 는 파라미터가 갖는 부호의 방향에 상관없이 언제나 양의 값을 갖

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 부호에 따라 식(3)과 같이 변동성의 값은 비대

칭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가 음(-)의 값을 갖고 음(-)의 충격( )이 발

생할 경우 양(+)의 충격보다 더 큰 변동성을 나타낸다.

          i f ≥ i f         (3)

위와 같은 EGARCH 모형에 외국인 순매수 비중( , 이하 「외국인 순

매수」)을 조건부 변동성에 대한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외국인 채권매매 행

태가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였다. 조건부 변동성 는 외국

인 순매수의 함수이며    exp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7)  는 감마(gamma)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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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양(+)의 값을 갖는다면 외국인 채권 매수

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GARCH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의 

관심 대상인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

다. 따라서 추정에 사용된 표본기간 중 외국인 채권 순매수는 채권시장 변

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표본기간 중 글로벌 금융위

기 등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채권시장 변동성 비교적 높았던 상황에서도 외

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

시장 충격에 대한 비대칭적 변동성 정도를 결정하는 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러나 의 경우 부호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

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금리하락 충격이 금리상승 충격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전기

에 발생한 변동성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는 0.9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는 기술적 통계치와 동일(-0.007)하게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 분포를 결정하는 사용되는 자유도  역시 6.719로 비정규분

포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EGARCH 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채권시장의 조건부 변동성 

추이를 나타낸다. 변동성이 일단 확대되면 높은 변동성 상태로 일정기간 지

속되고, 변동성이 다시 축소되면 동 상태가 지속되는 변동성 집중현상

(clustering)이 발생하고 있다.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

기 기간이었으며, 유럽재정 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컸

던 기간 등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또한 채권시장 변동성은 정책금리 

변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2011년 정책금리 

인상기, 2012년 하반기 인하기 등의 기간에도 변동성이 높았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4차례나 인하(2.5% 1.5%)한 시기에는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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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채권시장 변동성 추이 (EGARCH 모형)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3333....    국국국국면면면면전전전전환환환환    EEEEGGGGAAAARRRRCCCCHHHH    모모모모형형형형

앞의 EGARCH 모형에 마코브 스위칭 과정을 도입하여 고(저) 변동성 국

면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가 채권시장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식

(5)에서  이면 채권시장은 고변동성 국면을 나타내고,  이면 저변

동성 국면을 나타낸다. 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저변동성 국면에서 일시적

인 특이치(outlier) 충격으로 인해 빈번히 고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되는 단점

이 있기 때문에 t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다(Klaassen 2002). 

       ∼                          (4) 

log           lo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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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측되지 않은 상태(state)변수인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다

음의 마코브 체인형태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갖는다. 

Pr       

Pr     

한편, GARCH 유형의 조건부 변동성 모형을 국면전환 모형으로 추정할 

때 는 과거 모든 시차에 영향을 받는 “historical dependency” 문제가 발

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ray(1996)와 Klaassen(2002) 등은 전기 변동

성인   을 기대치로 변환하여 식(5)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Gray(1996)의 방법론을 보다 발전시킨 Klaassen(200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EGARCH 모형을 추정하였다.8)

MS-EGARCH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의 3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가 채권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의 추정치는 변동성 국면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 부호가 국면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데 

있다. 우선 고변동성 국면에서 은 6.931로 0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을 매도(매수)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확대(축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

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타났던 상황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당시 외국

인투자자가 주간 및 월간 순매도(음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시점이기도 하

다. 반면 저변동성 국면에서 국면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결과와 같이 

는 0보다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마코브 스위칭과정을 결정하는 전이확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기 저변동성  당기 저변동성 확률을 나타내는 가, 전기 고 변동성  

8) Gray의 방법론은 의 기대치를 구할 때 t-2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Klaassen의 방법
론은 t-1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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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고 변동성 확률을 나타내는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저변동성 국면의 

듀레이션이 고변동성 국면보다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변동성 동학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 )의 추정치와도 대략 일치된다. 

<그림 5>는 MS-EGARCH 모형의 변동성 추이와 고 변동성 국면 확률

을 나타낸다. 고변동성 국면 확률이 높았던 기간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

기, 그 후 경기회복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기간(2010년∼2011년)으로 대

략 구분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를 4번씩이나 인하

했던 시기에는 고변동성 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책 금리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때보다 더 낮아지는 등 시장금리가 전례 없

이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채권시장 변동성 및 고(高)변동성 국면 확률(MS-EGARCH)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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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마코브 스위칭(absorbing Markov switching)과정을 이용하여 표본

기간 내 변동성 국면을 크게 둘로 양분해 보았다. 앞의 국면전환 모형은 조

건부 변동성이 시장 여건에 따라 고변동성 저변동성, 저변동성  고변동성

으로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였다. 반면, 흡수 마코브 스위칭 과정에서는 

국면이 고변동성에서 저변동성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다시는 저변동성에서 

고변동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영구적으로(확률 1로) 저변동성 상태에 남게 

된다. 이에 대한 전이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 Pr      

<그림 6>은 표본기간 내 채권시장 변동성 국면이 양분된 시점을 확률적

으로 보여준다. 채권시장 변동성은 2012년 전후로 고 변동성 국면에서 저 

변동성 국면으로 크게 양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글로벌 금

융위기 후 2011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재정위기 기간까지 채권시장은 변

동성이 높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림 6> 채권시장 변동성의 구조변화 시점(표본 기간내)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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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내내내내생생생생적적적적    국국국국면면면면전전전전환환환환    EEEEGGGGAAAARRRRCCCCHHHH

여기서는 앞서 외생적으로 주어졌던 전이확률 식이 외국인 순매수의 함

수로 설정되어, 매기 시간에 따라 변하는 등 국면전환 과정에 내생성이 도

입된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조건부 변동성 동학을 결정하는 식(7)에 외

국인 순매수 변수가 생략된다.

       ∼                          (6) 

log           log            (7)

시변(time varying)하는 전이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Filardo and Gordon 

(1998)이 사용하였던 probit 형태의 은닉변수(latent variable) 버전을 이용

하였다. 은닉변수 
는 아래와 같이 전기의 상태변수   , 외국인 순매수

의 함수로 설정되고, 오차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인 구간의 확률

을 고변동성 확률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Pr Pr≥   

 를 표준정규분포 CDF(cumulative distributive function)라 하면, 시변전

이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Pr        
Pr        

따라서 전이확률 값은 외국인 순매수 정도에 따라 매기  만큼 반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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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의 4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순매수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는 통계적인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가 채권시장의 고/저 변동성 

확률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채권시장 변동

성이 외국인 채권투자와 같은 비본질적(non-fundamental) 요인보다 GDP 

및 소비, 거시정책  기조,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기대 등 경제 본질적

(fundamental) 요인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Diebold and Yilmaz 2008, 백인석· 황세운 2013).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주체별 분류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 보다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

으로도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보유 비중이 6%∼7% 수준을 보

이는 등 주식에 비해 채권시장에서는 자국편의(home bias)적 특징이 두드

러진다. 

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됨에 따라, 가 통계적으로 0이라면 

전이확률은 시변하기 보다는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시변 전이확률 값의 추이가 0.99와 1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

기 저변동성  당기 저변동성 확률을 나타내는 가, 전기 고변동성  당

기 고변동성 확률을 나타내는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변동성 국면의 지속성이 보다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변동성 추이와 고 변동성 국면 확률을 나타낸다. 본 모형에

서 추론된 고 변동성 국면 확률은 2012년 전후로 고 변동성 국면과 저 변

동성 국면으로 대략 크게 양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08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유

럽 재정위기 등의 기간이 고 변동성 국면에 해당되며, 이후의 기간은, 비록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에 의해 일시적인 고변동성

을 보였던 기간이 있었지만, 대체로 저변동성 국면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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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채권시장 변동성 및 고변동성 국면 확률

(Endogenous MS-EGARCH)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그림 8> 시변(time-varying) 전이확률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 18 -

<표 5> 모형의 추정결과

   

EGARCH MS-EGARCH
Endogenous

MS-EGARCH
EGARCH0

 -0.144** (0.071) -0.104 (0.056)

 -0.547 (0.634)  0.027 (1.125)

 -0.744 (0.248) -0.926* (0.501)

 0.276** (0.066) 0.291** (0.066)

 -0.139 (0.172)  0.122 (0.130)

 0.074 (0.095)  0.191** (0.085)

  0.978** (0.013)  0.978** (0.013)

 0.667** (0.182)  0.858** (0.085)

 0.888** (0.040)  0.836** (0.088)

 -0.001 (0.036)  0.006 (0.041)

 -6.071*10-4 (0.040)  0.032 (0.091)

 0.041 (0.048)  0.048 (0.060)

 0.824** (0.421)

 -6.931** (2.746)

 3.047** (0.899)

 -0.007** (0.003) -0.005 (0.003) -0.006* (0.003) -0.007** (0.003)

 0.980** (0.024)

 0.994** (0.006)

 -2.766**(0.526)

  5.161**(0.605)

  1.252 (6.240)

 6.719** (1.932)  10.414** (4.322)  7.710**(2.426) 6.403** (1.781)

LLV 439.799 450.616 440.972 437.793

AIC 432.799 436.616 427.972 431.793

주: 1) 추정기간 : 2007.1월 첫 주∼2015.6월 4번째 주

   2) ( )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 **는 각각 10% 및 5%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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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가 채권시장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채권시장의 (조건부)변동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외국인 채권 순매수 변

수를 추가하여 추정해 본 결과,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많을수록 채권시장 

변동성도 높아지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매매는 시장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코브 스위칭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성의 국면에 따라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가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높은 

변동성 국면에서 외국인 채권 순매도(순매수)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자의 채권 순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

본기간 내 변동성의 구조변화 시점을 추정해 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2011년 유럽재정위기 기간까지 고변동성 구간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면전환 확률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외

국인 채권매매가 변동성의 국면전환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경제의 본질적 요인이 외국인 채권거래 보다 채권

시장 변동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자국편의

(home bias)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추정기간 시장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추세적 상승시기의 변동성과 외국인 채권매매 행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차후 금리 인상기의 

시계열이 확보된 후에 추가적인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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