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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Changes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Financial Industry Stock Price 

with Economic Crisis 

Bark,Kyei-Soon

Advisor:Prof.Lee,Han-Ja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financialindustry stock return on

macroeconomicvariablesundertheglobaleconomiccrisis.Specifically,this

studyistoexplorewhetherornotthereexisttheimpactsamongfinancial

industriessuchasthebank,thesecurity,andtheinsurance.Andthisstudy

hypothesizesthattherelationshipbetweenfinancialindustrystockpriceand

macroeconomicvariables,ifany,arereinforcedrightaftertheglobaleconomic

crisisof2008.Thisstudy usestheunitroottestmethod,theChow test

method,theGrangercausalitytestmethod,multipleregressionanalysis,andthe

impulse-responsefunction analysis.Thestudy usesdaily dataofexchange

ratesandinterestratesfrom thethreefinancialindustriesandmacroeconomic

variables during a January 2005 to December2010 sample period.The

pre-crisis sampleperiod iscomposed ofa period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2007.Thepost-crisissampleperiodismadeupofaperiodfrom

January2008toDecemb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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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resultsaresummarizedasfollows.

First,thispaperfindsthefactthattheexchangeratesandtheinterestrates

oftheKoreafinancialmarkethaveanegativeimpactonthefinancialindustry

indexreturnsoftheKoreanstockmarket.Second,thispaperfindsthefactthat

theimpactsonthefinancialindustryindexreturnsoftheexchangeratesandthe

interestrates are quite differentbetween the industriesofthebank,the

security,andtheinsurance.Third,thispaperfindsthefactthattheimpacts

arereinforced during thepost-crisissampleperiod.Thisresultsseem to

maketradingdecisionsbasedonthealreadyknowntheKoreanstockmarket

returnsdatamorefrequently than theindividualinvestorsorinstitutional

investors.

Keywords:FinancialIndustry StockReturn,MacroeconomicVariables,Global

EconomicCrisis,Unitroottest,Chow test,GrangerCausalityTest,

ImpulseResponseFunct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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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998년 5월에 외국인 주식소유비 제한이 철폐되어 국

외의 자본이동이 국내에서도 자유로워져 그 이후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이

외환시장과 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고

시장 험이 증가하게 되었다.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융시장에 유동성을 높이고 리인하에 따른 투자의 확 로 이어져 증권

시장의 발 에 궁정극인 측면도 있었다.한편,세계 경제 기는 2008년도부터 미

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져가면서 서 라임 사건으로 시작되었다.이러한

미국의 융 기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으로 확산되어 세계 융 기를

래하게 된 사건으로 많은 국가들의 융시장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특히 세

계 경제 기의 과정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여 증권시장의 주가가

락하 고 환율과 리 등 거시경제에 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정한 국가에 경제 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 국가의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

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다.그러나 로벌 경제 기 이후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게 경제 기를 당한 해당 국가의 증권시장의 하락과 통화가치의 하

락 상이 발생하던 것과는 다르게 미국 증권시장의 하락과 달러화 가치가 상승

하는 상이 발생하 다.이러한 상은 우리나라 융시장에서도 향을 주어

증권시장 하락과 원/달러 환율의 격한 상승을 래하 다.이는 우리나라가

수출과 해외자본의 의존도가 높아 자본의 유동성이 큰 상태에서 국내 주식에 투

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을 회수하면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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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융시장의 불안으로 채권시장에 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도 요구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다.채권시장의 리인상은 자 의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는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 축과 상투자자의 투자수요의 감소로 기

업의 상수익이 감소하여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간 인 향도 있을 수 있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주가는 환율과 리에 하여 음(-)의 상

계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음(-)의 인과 계에 한 원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최근에 세계 융시장은 경제 기에 따라 여러 국가들의

융정책에 변화를 주었다.우리나라에서도 로벌 경제 기 이후에 융정책의

변화가 주식시장의 주가에 미치는 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환율과 리가 주

식시장의 주가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들은 국외연구는 물론 국내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융시장의 환율과 리가

주식시장의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융시장의 환율과 리가 우리나라의 융업과 융업종별 주가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과 리는 상승하여

주가와 환율 리 간의 계는 음(-)의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주식시장의 주가와 환율 리 간에 인과 계는 환율과 리가 주

식시장의 주가에 선행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융업 주가와 환율 리 간에 인과성이 융업 업종별로 차이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되며,특히 세계 경제 기 이후에 융업 주가와 환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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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인과성이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고 이에 하여 연구의 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세계 경제 기에 따른 우리나라 융업의 주가에 경

시경제변수가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융업의 주가와 환율 리 간의 계를 검증하고,특히 융업 주가

와 환율 리 간의 련성이 융업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

증한다. 한,본 연구에서는 융업의 주가와 환율 리 간의 계가 세계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3. 연구의 내용

일반 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사용하고 있고, 융시장

의 리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단기이자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콜 리를 사용하

고,장기이자율을 나타내는 변수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한국의 환율은 원/달러의 환율을 수 변수로 사용하고, 리의 수 변

수로 회사채(3년,AA-)수익률을 사용한다.주가지수는 융업 지수와 융업

업종별 지수인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지수를 사용한다.이러한 한국의 환율과

리,그리고 주가지수는 일별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리가 융업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체표본기간으로 선택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과 리가 한국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

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기 통계량을 분석한 다음, 환율

리와 지수수익률의 시계열 자료에 한 안정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단

근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구조

변동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해 Chow 검증법에 의한 구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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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검증을 실시한다.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주가 간의 선행성과 리와 주가 간

에 선행성을 검증하기 하여 벡터자귀회귀모형(VAR :vectorautoregressive)

모형에 기 한 Granger인과 계 분석을 실시하고,이를 통하여 한국의 환율과

리가 한국 주식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과 융업 업종별 지

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그리고 환

율과 리가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이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차이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검증하고자 한다.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율

리와 주가 간에 충격반응함수분석(impulseresponsefunctionanalysis)을 실시

한다.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의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연구의 목

,연구의 내용,논문의 구성에 하여 기술한다.제2장의 선행연구에서는 환율

과 주가 간의 선행연구와 리와 주가 간의 선행연구에 하여 살펴보고,제3장

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 연구방법론인 단 근 검증법,구조 변동 검증법,

Granger인과 계 검증법,다 회귀모형 검증법,VAR모형에 기 한 충격반응함

수 분석법에 하여 설명한다.제4장의 자료 기 통계량에서는 자료 표본

기간에 한 설명과 기 통계량 분석결과를 제시한다.그리고 제5장의 실증

분석에서는 단 근 분석결과,Chow 구조 변동 검증결과,Granger인과 계

다 회귀모형 분석결과,VAR모형을 기 로 한 충격반응함수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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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 행 연 구

1. 환율과 주가에 관한 선행연구

환율의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즉,국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 ;1$=1,000원→1$=1,200원)하면 수출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하지만 외채무 상환부담 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하게 된다.반 로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 ;1$=1,200원→1$=1,000원)하면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

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하지만 수출 감소 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

하게 한다.이러한 환율변동의 양면성을 환율상승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환율상승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첫째로 환율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은 외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매출이 증가하게 되고,이는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켜 주가를 상승하게 한다.즉,수출기업은 환율인상에 따른

원화표시 수출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효과를 상쇄하기 하여 외

화표시 수출가격을 인하할 것이다.이와 같은 수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수출 물량은 증가하여 해당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게 된다.둘째로 외화

표시 외채권의 보유기업은 환율상승으로 원리 회수가능 액을 증가시켜 해

당 기업의 수익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한다.셋째로

환율상승은 경상거래에 있어서도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발생하게 하여 주가를 상

승하게 한다.넷째로 환율상승은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반 인 도매

물가의 상승을 통해 내부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재고품의 평가이익을 유발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환율상승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자.첫째로 환율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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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에게는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기업의 비용증가

와 수익감소를 가져와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즉,수입기업은 환율인상에 따른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해당기업의 수입 원자재에 한 부담을 증가시켜

생산비를 증가시키게 된다.둘째로 외화표시 외채무가 있는 기업은 환율상승

으로 원리 의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해당 기업의 채산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

여 주가를 하락하게 한다.셋째로 환율상승은 경상거래에 있어서 수입기업은 환

차손에 직면하게 되어 해당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넷

째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의 평가 하는 국민경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경상수

지와 종합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자폭이 증가할 때 기업의 매출액 감소

가 나타나므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다섯째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환율인상은 환차손을 회피하기 해 국제투기자 이 국내 주식시장

에서 유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환율과 주가간의 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첫째로 환율상승은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에 직 인 향을 것이다.둘째로 환율상승은

수출비 이 높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호 되어 내재가치의 상승이 상되고,

수입비 이 높은 기업에서는 역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셋째로 거래 노출

로 인하여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하여 기업의 흐름에 직 인 향을

주어 기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결론 으로 환율변동은

모든 기업의 이익에 직 혹은 간 으로 향을 주고,이로 인하여 주식시

장이 효율 이라면 주식가격의 변동을 래할 것이다.

한편,자본시장을 고려하면 주가의 상승이 상될 때 주식투자용 해외자 이

유입되는 경우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반 로 주가의 하락이 상될 때 외 송

을 한 외환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이와 같은

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가의 변동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출입에 향을 주고,이에 따라 외화의 수요 공 의 법칙에 의해

환율이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즉,주가가 환율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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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환율과 주가와 계는 통 으로 서로 간의 인과 계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 변수간의 미치는 향력과 계에 한 선행연구들은 서

로 다른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앞서 환

율과 주가와의 계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살펴보고자 한다.

주가결정모형에서 환율이 미치는 향력에 하여 Fama(1970,1981)는 실질

경제활동이 소비와 투자기회에 향을 주게 되어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주가

에 한 향력을 미친다고 체계 으로 발표하 다.그 이후에 환율 등의 거

시경제변수가 주식의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체로 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지수수익률의 변동성과 상당한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 다.

Aggarwal(1981)은 환율과 주가 간의 계에 한 이론 연구를 통해 환율

의 변화는 다국 기업의 주식가격에 직 으로 양향을 미치며,국내기업에는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그는 다국 기업의 연구에서 환율의

변화가 기업의 해외 업활동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고,이것은 기업의 재무

제표 상에 수익 혹은 손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에 직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한편,그는 생산물의 일부를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부분

으로 기업의 수익성 확 로 이어지므로 역시 주가가 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반면에 생산원료의 일부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도 환율의 상승은 원

자재 수입가격을 높여 부분 으로 비용을 증 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Kruger(1983)는 포트폴리오 균형모형에 따르면 주가의 변화가 환율에 향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Aggarwal(1981)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 다.포트폴리오

균형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그들의 자산을 국내와 국내의 화폐 혹은 증권으로

분산하여 보유하는데,국내 증권에 한 수요는 국내 리와는 양(+)의 계,해

외 리와는 음(-)의 계를 갖는다. 같은 원리로 해외 증권에 한 수요는

해외 리와 양(+)의 계,국내 리와는 음(-)의 계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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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기서 환율의 역할은 이러한 자산에 한 수요와 공 에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자산에 한 수요와 공 의 변화는 균형 환율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자

산에 한 수요와 공 의 변화는 균형 환율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국내 주가의 외생 상승은 국내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포

트폴리오 균형이론에 의하면 증가된 가치는 자 에 한 수요의 증 를 래하

고 이는 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자본의 유입을 증가시키므로 결국 자국

화폐가치의 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Chen,Roll,andRoss(1986)는 배당평가모형을 기 로 하여 주식가격에 향

을 미치는 주요한 경제 인 상황 요인을 식별하여 검증함으로써,주식가격과 거

시경제변수들 사이에 체계 인 계를 정립하 다.그들은 산업생산성,인 이

션, 험 리미엄,이자율의 기간구조,소비,국제유가,환율 등의 움직임이 주식

의 수익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여기서

도출한 변수들의 민감도가 횡단면 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 다.그들의 연구결

과는 산업생산성, 험 리미엄 측치 못한 인 이션의 변동이 주식수익

률에 향을 미치나 이자율,환율 등의 기타 변수들은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하 다.

Fama(1990)와 Chen(1991)의 실질 경제활동이 소비와 투자기회에 향을 주게

되어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주가에 한 향력을 미친다고 경제 논리를

주장하 다.그리고 Smith(1992a)는 국제 자산선택 최 화 모형으로부터 환율

수식을 도출하여 이를 독일 마르크/미국달러 시장,엔/미국달러 시장에 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이러한 모형은 주식뿐만 아니라 통화와 정부채권을 포

함하여 구성하 다.그의 연구결과는 주가변동이 환율결정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 으로 통화와 정부채권 가격의 변동은 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ahmani-OskooeeandSohrabian(1992)은 포트폴리오 근법에 근거한 환율

과 주가와의 계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그들의 연구결과에서는

Granger인과 계 모형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화가 주가에 향을 미칠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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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가의 변동이 환율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환율과 주가간의 향이 양

방향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그리고 S&P500지수와 미국 달러의

실효 환율 간에는 장기 으로 양방향의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단기

으로는 양방향의 인과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kherjeeandNaka(1995)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에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미달러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동경증권거래소 주가에 미

치는 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ErrorCorrectionModel)에 의하

여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에서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간에는 장기 안정

계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거시경제변수 에서 환율은 주가와 양(+)의 계

로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하 다.

AbdallaandMurinde(1997)는 1985년 1월부터 1994년 7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인도,한국, 키스탄,필리핀 등 4개국의 환율과 주가와의 계를 분

석하 다.그들의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의 경우 환율이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악되어 통 인 근법을 따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Granger,HuangandYang(2000)은 한 외환 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

을 상으로 환율과 주가와의 계를 분석하 다.외환 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

는 1986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한국,필리핀,홍콩,말 이시아,태국,싱

가포르, 만,일본 등 총 9개국을 상으로 총 3,247 업일 간의 해당 국가의

종합주가지수와 미국 달러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그 계를 Granger인 계

검정 VECM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

과는 한국의 경우 환율변화가 주식수익률에 동태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 증거를 보여 주었다.

박상용,연강흠(1994)은 주식시장 개방으로 인해 리 환율,그리고 주가

간의 상호연 성이 어떻게 변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1990년 3월부터 1991년 12

월까지를 자본시장 개방 이 ,1992년 1월부터 1993년 3월까지를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나 어 이 기간에 한 원/달러 환율의 수익률과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콜 리 수익률 등의 일별자료를 상으로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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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방 이 에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가격 메커니즘에 상호 련성이 없

었으나 자본시장 개방 이후에는 두 시장 간의 상호 연 성이 증 되었다는 분

석을 내 놓았다.두 시장 간에는 정보의 유기 인 계가 강화되었고,한편으로

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되는 효과가 있는 향후 가

격변동의 험이 증폭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측하 다.

하 명,윤세남(1995)은 1984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를 분석 상기간으로

하여 원화의 평가 하기간과 평가 상기간,그리고 체표본기간에 걸친 환율변

동과 주가와의 계를 190개 기업을 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그

들은 환노출 계수의 검정에서 해당기업에서 경제 환노출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 고,수출비 의 크기에 따라 환노출 계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정

인 결과를 얻어내었다.뿐만 아니라 환율의 하락은 물가안정 등을 통해 경제

체 기업가치에 양(+)의 향을 보인다는 결론 도출하여 환율과 주가 간에 음

(-)의 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경주,김진옥(1997)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상품의 수출실 이 있는 기업

과 월별 주식수익률 자료를 한국신용평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할 수 있는 57

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변동에 한 주가와 환

율과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달러환율 변동과 주식

수익률은 체로 양(+)의 계를 갖지만 엔화환율 변동은 주식수익률에 향을

주지 않으며,이 모든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체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변동은 기업가치에 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 다. 한 표본기업을

매출에 한 수출액의 비 을 기 으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한 회귀분

석결과,주식수익률과 환율변동의 계는 기업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가 수출액 비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

론을 도출하 다.

김명기,문소상(1998)은 1990년 3월부터 1997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환율, 리,주가 등의 변동성을 추정하고,

추정된 변동성과 변화율을 찾아보는 연구를 통해 융외환시장이 불안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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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추정된 변동성의 크기가 확 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잘 반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그들의 연구에서 변동성의 크기는 리보다 상

으로 주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환율과 환율 변동성에 충격이 발생

하면 환율과 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기에 확산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리고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리와 환율이 떨어

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낮아지지만 주가변동성에 한 충격,즉 주식시장의

불안은 기에 환율과 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 충격은 환율

과 주가를 하락시키나 그 크기가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

다. 한 분산분해 결과를 통해 보면 주가변화는 외생성이 상 으로 크며,환

율변화는 장기 으로 주가나 리보다 주식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분석하 다.

김 재(1998)는 199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기 이 에

종합주가지수,원/달러 환율,엔 환율,회사채수익률 등의 변수로 자본시장 개방

확 이후 외환시장에서 단기 변동이 국내 자 시장 주식시장에 해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그의 연구결과에서 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과 음(-)의

상 계가 강화되었으며,이는 주가가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주

가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이러한 음(-)의

상 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주가 상승이 외국으로부터 자본 유입을 진시켜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평가 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으며,이 두 변

수 간의 계는 자본거래를 통한 주식시장에 한 직 인 효과와 경상거래를

통한 간 효과,그리고 주식시장에 한 자본거래의 향이 집 한 것으로

해석하 다.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1996년 4

월 12일 이후 주가와 환율 변수 간에 상 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이 심화되었으며,이는 자본시장 개방 확 조치가 시장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권택호,박종원(1999)은 1990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표본기간 동안 원/달

러 실질 환율과 한국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 27개 업종별 수익률을 이용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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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주가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그들의 연구결과에서 해당 기간

에 환 험 리미엄이 유의 으로 존재함을 확인하 고,시뮬 이션을 이용한

환 험 리미엄과 기업 특성 간의 계를 악하여 기업특성 간에 환 험 리

미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특히,수입비 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 환 험

리미엄이 높고,수출비 은 환 험 리미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주장

하여 기존 해외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 다.

지호 ,김 일(1999)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국,독일,일본 시장을

상으로 환율과 주가의 선행성을 검정해 보고,선행변수가 원인변수가 될 수 있

는가에 한 인 계 검정하 다.1980년부터 1997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여

교차상 계에 한 Ljung-BoxQ통계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한국, 국,독일

의 경우에는 환율이 주가에 선행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미국,일본은 유의

인 계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인 계를 검정해 본 결과에서

는 한국, 국,독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이 주식수익률에 한 일방 인 원인변

수로 나타났으며,미국,일본의 경우에는 유의 인 인과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 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환율이 주

가에 선행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

오정근(2000)은 1992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주가

와 환율과의 계를 살펴보았는데,우선 주가수익률과 외국인 주식투자 간의

계를 살펴보아 그 두 변수 간에 양(+)의 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외국

인 주식투자와 환율 간의 계를 살펴본 후 환율과 주가와의 계를 설명하

다.그의 연구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와 주가 간에 유의한 계가 밝 지고 외국

인 주식투자가 환율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토 로 하여 주가수익

률과 환율 간에 상호 유의한 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장병기,최종일(2001)은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경제주체들의 기 심리 간의

장기균형 구조 계를 분석하 다.그들이 분석한 결과는 실질주가지수가 BSI

와 장기균형 계에 있는 반면에 환율의 장기 향력은 유의하지 않다고 발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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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창,정석 (2002)은 Johansen의 공 분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주가와 거

시경제변수들 간의 장기균형 계를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는 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과 음(-)의 장기균형 계에 있다고 발표하 다.

이근 (2002)은 환율변화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수행을

해 1990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내생 으로 구조

인 분기 을 선택하는 모형을 통해 기간을 분리한 후 환율과 주가 간의 동태

인 계를 분석하 다.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충격에 한 종합주가지수의 반응은 변수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지나 엔/달러

환율의 충격은 배열 순서에 계없이 통 근법에 따라 주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 다.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의 충격 역시 포트폴리오 근법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기 으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밝힘으로

써 주가와 환율이 상호간에 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기성,유재원(2003)은 자본이동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해

외 융충격이 국내 융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일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융시장과 해외 융시장 간의 상호연 성을 다각 으로 분석결과,외환

기 이후 융시장의 통합화가 크게 진 된 것으로 발표하 다.미국 S&P500지

수의 상승충격은 국내주가를 상승시키고,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발

표하 다.한편,미국 재무성증권 리의 상승충격은 국내주가나 환율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하 다.그들은 이러한 결과에 해 환율결정에 한

자산시장 근의 틀 안에서 주식과 채권의 불완 체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하 다.

황선웅,최재 (2006)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리,국제원유가격,경상수지 등의

요인보다 원/달러 환율,소비자물가지수,산업생산지수 요인의 비 이 높은 것으

로 발표하 다. 한,그들은 체기간동안에서 환율과 주가가 음(-)의 계에

있으며 외환 기 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다고 발표하 다.

유재필(2009)은 거시경제변수와 산업별 주가지수수익률의 상호 계에 한 분

석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와의 계를 발견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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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모호해진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 다.그의 분석결과에서 환율 변수와 산

업별 주가지수의 상호 계에 한 분석에서는 개별 산업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

기보다 해당 거시경제변수와 주식시장 반의 계에 의한 바가 크다고 여겨져

개별산업과의 련성을 부인하는 견해를 발표하 다.

김정희,장병기(2010)는 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환율, 리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과 해외변수들의 주가에 한 향력이 변화하 는지를 분석하 다.그들

의 분석결과에서 외환 기를 기 으로 거시경제변수들과 해외변수들의 주가에

한 향력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 다.환율의 주가에 한

향력이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 다고 발표하 다.구조변화 이 에는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개선을 통한 기업의 수출증 로 주가상승의 요인이었으나,구조

변화 이후에는 자본의 유입(유출)에 의한 주가상승(하락)과 환율하락(상승)이 동

반되는 자본이동 요인이 더욱 요해진 것으로 악하 다.

2. 금리와 주가에 관한 선행연구

통 인 주식평가이론에 따르면 주식가격은 기업의 이익과 리와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즉,주당이익을 E, 리를 r이라고 할 때,주가는 p=f(E/r)로 표

시된다.따라서 이익이 일정하면 리가 낮을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리변동은 기업의 수지에도 향을 주어 리 인상은 융비용을 증가시켜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기업 수지가 악화되고,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여기

서 리란 명목 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리를 말하는데,물가상승률

이 높으면 명목 리가 높아져서 실질 리가 어 기업의 리부담을 경감시키므

로 기업수지는 좋아지게 된다.

한편, 리는 경기,통화량이 개입하면 그 효과는 달라진다.즉,수출증가,

소비증가에 따른 호황기의 경우에는 곤 바로 매 이 회수되어 통화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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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리는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반면에 설비투자의 증가에 따른 경

기상승의 경우에는 자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통화사정이 악화되고 리는

상승하게 된다. 한 통화량은 독자 으로 리에 향을 미치어 융긴축의 경

우에는 리상승, 융완화 시기에는 리하락의 요인이 된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리와 주가 간의 직 인 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주로 타 거시경제 변수와 주가 간의 련성을 종

합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리와 주가 간의 계에 한 언 이 이루어지고 있

다. 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리와 주가 간의 계가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

으며,미약한 계 속에서도 통 인 입장에서의 리와 주가 간의 계인 음

(-)의 련성에 한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주가결정모형에서 리가 미치는 향력에 하여 Fama(1970,1981)는 실질

경제활동이 소비와 투자기회에 향을 주게 되어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주가

에 한 향력을 미친다고 체계 으로 발표하 다.그 이후에 리 등의 거

시경제변수가 주식의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체로 리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지수수익률의 변동성과 상당한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 다.

FrenkleandLevich(1975)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환율과 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자율평가이론을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이 이론의 용이 타당하

지 못하다고 밝혔다.

Chen,RollandRoss(1986)는 Fama(1970,1981)의 실질 경제활동이 소비와 투

자기회에 향을 주게 되어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가 주가에 한 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경제 논리와 1980년 APT(arbitragepricingtheory)를 이용

한 실증 검증의 향을 받아 가치평가모형을 기 로 주식가격에 향을 미치

는 주요한 경제 상황요인들을 식별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이들은 1953년 1

월부터 1983년 11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생산,물가, 험 리미엄

장단기 리차 등의 거시경제변수와 주가변동 간의 계를 다 회귀분석기법

에 의해 분석하 다.이들의 분석결과에서 험 리미엄과 산업생산은 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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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계를,장단기 리차 인 이션은 음(-)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 다.즉,거시경제 변수들은 상 흐름과 상 인 어음할인율을 통

해 주가에 향을 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Cutler,PoterbaandSummers(1989)는 1926년부터 1985년까지를 표본기간으

로 선택하고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경제뉴스가 주가변동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는 통화량(M1),장기 리,단기 리,산업생산지수,소

비자물가지수,실질배당률,그리고 주가변동성 등의 7개 변수들을 VAR모형에

의해 잔차를 계산한 후,그들의 잔차를 주가변동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는 실질배당 ,산업생산 통화량 증가

와 련된 뉴스는 주가상승요인으로 나타났으며,장기 리,단기 리,물가

주가변동성의 증가( 는 상승)와 련된 뉴스는 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거시경제변수가 주가변동을 설명하는 부분은

20% 정도인 것으로 발표하 다.

Smith(1992b)는 주가변수와 환율, 리의 연 성을 살펴 본 결과, 리가 주

가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 다.이러한 원인으로

는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비해 상 으로 발달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가 주식시장을 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환율과 주가 간의 계에

비해 리가 주가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미약해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 다.

Bong-SooLee(1992)는 1947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선택하

고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주가와 실질 리,산업생산 물가와의 계를

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의 연구결과에서 주가의 변동은 부분

기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설명되고 실질 리,산업생산,물가의 변동이 주가에 미

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하 다.

CampbellandAmmer(1993)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의 변동을 설명하기 하

여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이를 바탕으로 장기 자산수익률에 하여 분

산분해를 실시하 다.즉 VAR모형을 사용하여 과주식수익률과 10년 만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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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수익률을 미래 주식배당,인 이션,단기 실질이자율,그리고 과주식수

익률 과채권수익률에 한 상치의 변화로서 분산분해를 실시하 다.그

들의 결과는 주식과 채권수익률이 미래의 과주식수익률과 인 이션 정보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고 발표하 다.그러나 실질이자율이 단기 명목이자율과 구

조변화의 기울기 향을 받아도 수익률에 한 향력은 거의 없다고 발표하

다.

EdisonandPaul(1993)은 리와 환율 간의 안정 계를 검증하기 하여 두

변수 간의 공 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두 변수 간의 공 분 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Bexter(1994)는 미국과 유럽의 융 선진국 등을 상으로 미국과 상 국 간

의 리차와 환율 간의 공 분 계를 분석하 으나 공 분 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MukherjeeandNaka(1995)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국채수익률 콜 리 등의 거시경제변수가 동경증권거래소 주가

에 미치는 향을 VECM에 의하여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에서 주가와 거

시경제변수 간에는 장기 안정 계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거시경제변수

에서 단기 리는 주가와 양(+)의 계로 나타났으나 장기 리는 주가와 음(-)의

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하 다.

Thorbecke(1997)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리 등의 통화정책 변경이 주가변동에 미치는 향을 VAR모형으로 분석하

다,그의 분석결과에서는 연방기 리(FFR) 지 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

책의 확장이 주가의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철교,박정욱,백용호(1990)는 주가에 향을 미치는 리 등의 경제 환경

요인이 주가에 어떠한 향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기 하여 각종 경제지표들을 종합 으로 주가와 련시켜 분석하 다.이들이

사용한 분석방법은 통화량 리 련지표,인 이션 련지표,국제수지

외환 계지표,경기 부동산 련지표,거래량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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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지수수익률을 종족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경제

지표는 당월,1개월 ,2개월 ,3개월 의 시차를 두고 분석하 다.이들은

분석기간으로 1981년 8월부터 1989년 3월까지를 체표본기간으로 선택하 고,

하 표본기간으로 1981년 8월부터 1985년 8월까지의 약세국면과 1986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강세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는 경기

련지표(BSI,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통화 리 련지표(M2 월비상승

률,콜 리),그리고 거래량 등이 가장 주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국면별,산

업별,시차별로 다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그들은 한국 주

식시장의 주가가 경제지표에 한 정보에 비율 이라고 제시하 다.그리고 이

들의 결과에서는 리가 높을수록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경제

가 활황을 보여 자 수요가 많아지고 아울러 주식시장도 활황을 나타내는 것으

로 해석하 다.

홍갑수(1990)는 원/달러 환율과 콜 리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하 다.그의 실증분석결과,환율이 리에 미치는 향력은 존

재하나 리가 환율에 미치는 향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김 일(1992)은 1975년 1/4분기부터 1992년 2/4분기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선택

하고 실질주가와 실질 리 등의 경제변수 간의 계를 다 회귀분석기법으로 분

석하 다.그의 분석결과는 실질 리와 실질주가와의 계에서 음(-)의 계가

있다고 발표하 다.

채남기(1995)는 1985년 1월부터 1995년 6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선택하여 총

통화(M2),회사채유통수익률,원/달러 환율,소비자물가지수 주가변동성과 주

가 간의 계를 Almon의 다항시차분포모형(polynomialdistributedlagsmodel)

을 이용해 분석하 다.그의 분석결과에서 리는 주가와 음(-)의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발표하 다.

최규완(1997)은 환율과 리와의 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는데,그

는 리상승이 환율상승을 래한 것으로 발표하 다.이승호(1997)는 환율과

리 간에 음(-)의 계가 있음을 통해 리가 상승하면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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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히고 있다.김명기,문소상(1998)은 환율과 리,주가변동 간의 연구에서

리충격은 환율과 주가를 하락시키지만,그 크기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장병기,최종일(2001)은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경제주체들의 기 심리 간의

장기균형 구조 계를 분석하 다.그들이 분석한 결과는 실질주가지수가 BSI

와 장기균형 계에 있는 반면에 리의 장기 향력은 유의하지 않다고 발표

하 다.정성창,정석 (2002)은 Johansen의 공 분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주가

와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장기균형 계를 분석하 다.그들의 분석결과는 주가지

수가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과 음(-)의 장기균형 계에 있다고 발표하 다.

이기성,유재원(2003)은 자본이동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해

외 융충격이 국내 융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일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융시장과 해외 융시장 간의 상호연 성을 다각 으로 분석결과,외환

기 이후 융시장의 통합화가 크게 진 된 것으로 발표하 다.미국 S&P500지

수의 상승충격은 국내주가를 상승시키고,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발

표하 다.한편,미국 재무성증권 리의 상승충격은 국내 리를 상승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 다.황선웅,최재 (2006)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리,국

제원유가격,경상수지 등의 요인보다 원/달러 환율,소비자물가지수,산업생산지

수 요인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발표하 다.

김태 ,박갑제,변 태(2007)는 험 리미엄이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CAPM 등을 비롯한 많은 융모형에서 이론 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으로 이

용되고 있기 때문에 융경제에서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험

리미엄이 통화정책,실질생산,인 이션 등의 충격에 동태 으로 어떻게 변하

는지 분석하 다. 한,그들은 연구목 을 해 최근 새롭게 제안되고 많이 사

용되기 시작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추정에 기 한 일반화 충격반응함수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 다.그들의 실증 분석결과,통화정책의 특징을 나타내는 콜

리의 충격은 기에는 험 리미엄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발표하 다.

김명환(2007)은 거시경제변수와 주가변동의 계를 분석하 다.그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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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리변수로 고려한 회사채수익률과 콜 리 에서 주식가격에 해서 보다

높은 측성을 지니는 변수는 회사채수익률이라고 보고하 다.이것은 회사채수

익률이 배당평가모형에서 미래 흐름을 자본화하는데 있어서 할인율로 합

하다고 보고,경기부양을 한 최근의 콜 리 인하 정책이 주식시장에 즉각 인

호재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 다.그는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경제와

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하여 미국 연방기 리를 변수로 포함한 인과 계 분

석결과에서는 직 인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상 계 분석과

장기균형 계분석에서는 음(-)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VECM 모형의 단기 조정 항에서는 4개월 시차 값이 국내 주식가격에 양(+)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 다.

유재필(2009)은 거시경제변수와 산업별 주가지수수익률의 상호 계에 한 분

석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와의 계를 발견한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상호

련성이 모호해진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 다.그의 분석결과에서 리와 산업별

주가지수의 상호 계에 한 분석에서는 개별 산업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해당 거시경제변수와 주식시장 반의 계에 의한 바가 크다고 여겨져 개별산

업과의 련성을 부인하는 견해를 발표하 다.

김정희,장병기(2010)는 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환율, 리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과 해외변수들의 주가에 한 향력이 변화하 는지를 분석하 다.그들

의 분석결과에 외환 기를 기 으로 거시경제변수들과 해외변수들의 주가에

한 향력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 다.시장 리인 회사채수익률

의 경우 구조변화 이 에는 향력이 미미하거나 약한 음(-)의 향력을 보 으

나,구조변화 이후에는 강한 양(+)의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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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론

1. 단위근 검증법

주가지수와 환율 리의 시계열자료는 부분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시계열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통 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가지수와 환율 리 간에 아무런 상 계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의미 있는 연 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구 회귀

(spuriousregression) 상이 발생될 수 있다.따라서 주가지수와 환율 리

간의 시계열자료는 시계열을 분석하기 에 단 근 검증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

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일반 으로 단 근이 존재하는지에 한 검증을 하

기 한 통 인 방법으로는 DF검증법(Dickey-Fuller test)와 ADF검증법

(augmentedDickey-Fullertest)이 있다.

1) DF검증법

단 근 검증은 일반회귀분석에서의 검증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이는 검증할

회귀계수의 분포가 비표 인 분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단 근 검증의 특성

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 식 (1)을 고려해 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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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의 값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값에 따라  의 성격이 결정된

다.만약   이라면,이는 통상 AR(1)모형으로 간주되어 회귀계수 의 분포

는 통상 분포를 다르게 된다.만약   이라면 단 근이 존재할 경우에는

  로 표시되어 시계열은 1차 차분하여 비로소 안정 인 시계열이 된다.

따라서 DF검증법은 일단 시계열 가 AR(1)의 과정으로 표 될 수 있다고

보고 단 근을 갖는지의 여부를 와    의 회귀계수가 1과 같은지를 검증하

는 방법이다.그러나 편과 선형추세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므로 AD검증법은

3가지 모형을 상정하고 상황에 따라 한 모형을 선정하여 귀무가설

    과 립가설     을 검증한다.

     

(2)

     

(3)

      

(4)

여기서  :선형추세변동을 나타내는 시간변수

단,식 (2),식 (3),그리고 식 (4)에서 ∼ 
 이다.DF검증법은 의 3가

지 모형에 의거하여 다음 식 (5)의 검증통계량 비율로 나타낸다.

  



(5)

여기서  :
 의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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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검증통계량은 3가지 모형에 해 용될 수 있으며 귀무가설 하에서

이 분포는 Brownian운동함수 는 Wiener과정의 함수로 불리는 비표 분

포를 따른 다는 것이다.즉,회귀계수 의 분포는 1을 심으로 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그의 통계량 도 0을 심으로 칭이 아니라 음(-)의 값으로 치

우친 분포를 갖게 된다.Fuller(1976)와 DickeyandFuller(1979)는 이들 분포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량의 임계치들을 정리하 다.DF검증은 일반 으로 검증

상의 편의를 해 식 (2),식 (3),그리고 식 (4) 신에 다음과 같은 식 (6),식

(7),그리고 식 (8)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6)

      

(7)

         

(8)

이 경우에 식 (2),식 (3),그리고 식 (4)에서     의 경우 성립되는 가설

로 식 (6),식 (7),그리고 식 (8)에서는     이 되며,검증통계량은 역시 

검증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비표 분포를 따르는 비율이 될 것이다.

  



(9)

여기서  :
 의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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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은 의 식들 에서 어느 것이 한지는 일단 식

(9)에서     에 한 DF검증을 거쳐 정할 수 있다.검증통계량은 식 (10)

과 같다.

  



(10)

여기서  :
 의 표 오차

만약에  에 추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 와    이 모두

장기 으로 추세선에 의해 압도될 것이므로 결국 추세선을 추세선에다 회귀시키

는 결과를 래하고 나아가서는      는     을 기각할 가능성이 희

박하게 될 것인바 추세선이 존재 여부는 사 에 철 히 확인되어야 한다.마찬

가지 논리에 따라 상수항에 한 유의성검증(    )을 통하여 식 (9)와 식

(10) 어떤 것으로 단 근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한지를 사 에 검증할

수 있다.

2) ADF검증법

단순한 DF검증의 결정 인 취약 은 시계열변수가 AR(1)이고 오차항 가 상

호 독립 이고 동일한 공분산의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에 기 를 두고

있다는 이다.일반 으로 추정 결과 도출되는 잔차항 는 부분의 경우 자

기상 상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일 성 있는 추정량을 도출을 불가능하게 하

므로 DF검증의 유효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자기상 의 향을 제거하고 단 근 검증방법으로 ADF검증법이 있다.

이러한 ADF검증법은 (11),식 (12),그리고 식 (13)에 각각 차분추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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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terms)과       ⋯ 를 추가시킨 다음 추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aidandDickey(1984)는 이와 같이 차분추가항을 충분히 추가시켜 주면

이 때 산출되는 검증통계량은 자기상 의 효과가 제거된 상태에서 도출되는 효

과를 가지므로 그 분포가 DF검증통계량과 근 으로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11)

      
  



  

(12)

      
  



   

(13)

본 연구에서는 ADF검증법에 의한 식 (12)의 상수항이 있는 모형과 식 (13)의

추세선이 있는 모형에 의하여 단 근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PP검증법

DF검증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융 경

제 시계열에서 오차항은 오히려 자기상 을 가지고 있거나 이분산성을 띠는 경

우가 일반 이다.Phillips(1987)와 Perron(1988)은  의 확률오차항이 약종속성

(weaklydependent)을 띠거나 이분산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사용할

수 있는 비모수 단 근 검증방법을 제안하 다.즉 확률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어떤 강한 가정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귀무가설 =1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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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hillips는 다음의 z-통계량을 계산할 것을 제안하 다.

   
  

    
 

(14)

      
   

(  
  

 
   

   

(15)

식 (14)와 (15)의 
,

 는 모수의 표본통계량이다.가 DF의 경우와 같이

백색잡음이면 
    

이다.식 (14)와 (15)의 
,

 는 식 (16)과 (17)과 같

이 계산한다.


       



(16)


    

  




    

  

 


   



  

   
  



 

  

  

 


   



    

   
  



 

  

  



 


 
   



    

(17)

식 (17)의 첫 번째 등호 오른쪽의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합은 1부터 (T-1)

이다.두 번째 등호에서는 기 치 신 HansenandHodrick(1980)의 추정량인

OLS잔차항을 사용함을 뜻한다.그러나 실증분석에서 두 번째 등호를 사용하여


 을 계산하면 이것이 음(-)의 값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항상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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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고 일치추정량인 
 을 구하기 해서는 세 번째 등호와 같이 첫 번째

합 기호를 특정 lag 에서 끊고 공분산 (    )항에 일정한 가 치를 부여하게

된다.식 (17)에서는 Newey and West(1987)의 일치추정량 방법으로 소

Bartlett의 가 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식 (16)과 식 (17)에 의하여 표본통계량을 구했을 때 식 (14)와 식 (15)

의 z-통계량의 극한분포는 Phillips(1987)의 정리에 의하면 식 (18)과 식 (19)와

같다.

  
 







(18)

     
  

 






(19)

이들 극한분포는 DF의 극한분포보다 약간 복잡해보이지만 동일한 임계치 표

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그 이유를 직 으로 보면 식 (14)와 식 (15)의 z-

통계량과 DF-통계량의 차이 은 z-통계의 경우 자기상 이나 이분산성을 각각

의 등호 오른쪽의 두 번째 항으로 교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자기상 이나 이분산

성이 없으며 
  의 통계량은 서로 같기 때문이다.

NeweyandWest(1987)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일치추정량이기 해서는 lag

가 보다는 느린  
의 비율(∼ 

)로 커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

하 다.Schwert(1987)는   ·
  는  ·

 을

제안하고 있다.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를 충분히 크게 잡아 
 을 계산하

거나 는 서로 다른 에 응하는 
 를 계산하고 이들로부터 검증결과가

서로 유사한지를 보고하는 것이 일반 이다.

DF검증 는 ADF검증의 경우와 같이 PP검증의 경우에도 귀무가설과 OLS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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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에 추세와 drift항의 추가 여부,그리고 단일가설인지 는 결합가설인지에

따라 통계량의 극한분포가 달라진다.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ADF검증법과 PP검증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구조적 변동 검증법

일반 으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매우 유

용한 통계 수단이지만,이를 직 사용해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이 발

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 들은 설정된 모형이나 자료의 특성이 회귀모형의

가정에 배되기 때문에 생긴다.흔히 재무론의 연구방법에서는 구조 변동,다

공선형성,잔차의 자기상 성,이분산성 모형의 비선형성 등의 문제 이 있

다.

회귀모형의 진정한 모수(parameter)가 모든 시계열의 찰치에 해 안정 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모형이 모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구조 변동

(structuralchange)이 있을 수 있다.특히, 융시계열의 자료인 경우에는 진정

한 회귀계수의 값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단 이 있을 수 있다.단

(breakpoint)은 경제,산업 는 기업에서 역사 으로 요한 어떤 사건에

의해 식별된다. 를 들면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융 기는 주식

시장의 험과 수익의 특성에 해 구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t=1,…,T에 걸쳐 주어져 있고,어떤 회귀모형의 모수 값에

한 용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시 에 발생하 을 경우에 체표본기간을

두 개의 하 표본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건 이 의 하 표본기간은

   ⋯ 까지 기간이며,사건 이후의 하 표본기간은     ⋯ 까지

기간이다.만일 사건의 충격이 요한 것이고 모수의 진정한 값이 달라진다면,

두 개의 하 표본은 서로 다른 회귀모형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두 개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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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과 식 (21)과 같이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20)

  


   
   

(21)

여기서  :t일의 지수수익률

 :t일의 사채수익률

 :t-1일의 사채수익률

 :t일의 환율수익률

 :t-1일의 환율수익률


 

 
 :경제 기 이 하 표본에 한 회귀모형의 상수 계수


 

 
 :경제 기 이후 하 표본에 한 회귀모형의 상수 계수

 :오차항

그러나 충격이 요하지 않고 두 하 표본에 해 모수의 진정한 값이 동일하

다면,다음 식 (22)와 같은 단 하나의 모형만을 추정하여야 한다.

         

(22)

여기서  :t일의 지수수익률

 :t일의 사채수익률

 :t-1일의 사채수익률

 :t일의 환율수익률

 :t-1일의 환율수익률

   : 체표본에 한 회귀모형의 상수 계수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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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의 모형은 
  

  ,
  

   
  

  의 제약이 주이진

모형이기 때문에 제약모형(restrictedmodel)이라고 한다.그리고 식 (20)과 식

(21)의 모형은 모수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제약모형

이라고 한다.

구조 안정성을 검증하기 한 방법론은 Chow 단 검증법과 더미변수

사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Chow 단 검증(Chow

breakpointtest)은 제약모형의 잔차제곱합( )과 두 무제약모형의 잔차제곱

합의 합계( 
 

)를 비교하는 것이다.이 경우에 검증통계량은 식 (23)

과 같다.

 
 

   

  
 

  

(23)

여기서  :F통계량
 :제약모형의 잔차제곱합


 :경제 기 이 무제약모형의 잔차제곱합


 :경제 기 이후 무제약모형의 잔차제곱합

 : 편항을 제외한 독립변수의 수

식 (23)의 F통계량은 자유도가 ( )인 F통분포를 갖는다.이

검증통계량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만일 뚜렷한 구조 변화가 없고 제약조건이

타당하다면 
  

  ,
  

   
  

  의 귀무가설에서 의 세

개의 모형은 동일한 모수와 동일한 잔차를 가져야 하므로 무제약모형인 식 (20)

과 식 (21)의 잔차제곱합의 합계는 제약모형인 식 (22)의 잔차제곱합계와 거의

같아야 한다.그 지만,가정하고 있는 어떤 단 이 요한 것이라면,무제약

모형은 주어진 자료를 제약모형보다 더 잘 설명할 것이고,두 무제약모형의 잔

차제곱합의 합계는 제약모형의 잔차제곱합계보다 작을 것이다.

이 Chow 단 검증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지만,모형이 OLS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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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정될 수 있고 하 표본이 충분히 큰 수의 찰치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만 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와 같이 Chow 단 분석이

갖는 한계 의 하나는 모형이 OLS에 의해 하게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OLS에 의해 추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 변동을 포착하기

하여 더미변수가 이용될 수 있다.더미변수를 사용할 경우 무제약모형은 다음

식 (24)와 같다.

   
    

     
  

(24)

여기서  :경제 기 이 에는  이고,경제 기 이후에는  이다.

 :t일의 지수수익률

 :t일의 사채수익률

 :t-1일의 사채수익률

 :t일의 환율수익률

 :t-1일의 환율수익률

   : 체표본에 한 회귀모형의 상수 계수

 :오차항

만약 경제 기의 단 이 요한 것이라면 
,

 
 하나가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한다.따라서 제약조건 ,즉 
  

  
의 귀무가설이 타당하다면

식 (24)는 제약모형의 식 (22)와 같게 된다.

3. Granger 인과관계 검증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들과 주가와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벡

터자기회귀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Granger인과 계모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하 다.벡터자기회귀모형은 경제시계열간의 구조 인 계를 분석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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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형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부 성 문제를 해소한

다.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들 에서 일별자료로 사용되는 표 인 변수

인 환율과 리를 수 변수로 사용한다.

일반 으로 환율 리와 주가지수의 수 변수 간의 장기 인 균형 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VAR모형을 도입하여야 한다.여기서는 환율의 수 변수를

차분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주식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

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 식 (25)와 같다.

 


       
      

  
     

     
  

  
 

(25)

식(25)에서  

는 한국의 환율수익률(CB)과 한국 주식시장의 융업 지수

수익률(FPI)의 2x1행렬벡터를 의미한다. 식(25)에서 ,…,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기각된다면 환율수익률로부터 융업의 지수수익률로

Granger인과하고 있음을 의미하며,,…,가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

서 기각되는 경우 융업의 지수수익률로부터 환율수익률로 Granger인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만약 ,…, 와 ,…,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면 환율수익률과 융업의 지수수익률 사이에는 피드백 인 측력이 있음을

나타낸다.Granger인과 계 검정은 VAR(p)모형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된 계수

값들이 모두 0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VAR(p)모형은 두개 이상의 융시계열을 동시에 모형화한 것으로 이론 배

경에 의한 구조방정식이 아니라 축차형방정식이다.VAR모형으로 추정된 계수

값을 기 로 한 귀무가설 검증 등의 고 인 방법에 의한 추론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 인 방법을 신하기 한 비이론 인 VAR모형에 의한

표 인 추론방법이 Granger인과 계분석이다.이러한 Granger인과 계 모형

은 리(CB)와 융업의 지수수익률(FPI)간에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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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율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체표본기간으로 하고 원/달러 환율 사채 리와 융업 주가지수의

일별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지수수익률 간에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하여 시차 4를

선택한 다음,식 (26) 식 (27)과 같은 분포시차회귀모형(distributed lag

regression)을 추정하고 각각 귀무가설에 한 F검증을 실시하 다.이러한 모형

은 리와 지수수익률 간에 인과 계 검증에도 용된다.

  
  



  
  



   

(26)

  
  



  
  



  

(27)

여기서  :t일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

 :t-τ일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

 :t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t-τ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c:상수

    :계수

,ξ :오차항

4. 다중회귀모형 검증법

단순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만이 종속변수에게 향을 미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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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회귀모형이다.만약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다 회귀모형을 용해야 한다.다 회귀모형은 하나

의 편과 K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 진다.최소자승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다

회귀모형이 세가지 가정을 하여야 한다.첫째로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가져야

한다.둘째로 오차항들 사이의 상 성이 0이어야 한다.셋째로 독립변수와 오차

항 사이의 상 성이 0이어야 한다.이러한 세가지 가정을 만족시키면 그 회귀모

형을 고 회귀모형이라고 하고,이 회귀모형의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해 통

상 인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수 있다.최소자승법은 회귀모형의 추정량을 얻기

해 잔차제곱합계(SSR)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와 같은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량은 매우 우수

한 특성을 갖는다.즉,Gaus-Markov정리에 의해 최소자승법 추정량은 최량 불

편추정량(bestlinearunbiasedestimator:BLUE)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소자

승법 추정량은 추정량의 기 치가 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불편(unbiased)추정

량이며, 한 종속변수의 찰치와 선형 계를 갖고 있으므로 선형(linear)추

정량이다.그리고 최소자승법 추정량은 선형 불편추정량들 에서 가장 작은 분

산을 갖고 있으므로 최량(best),즉 가장 효율 (efficient)인 추정량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인 환율과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

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식 (28)과 같은 다 회귀모형을 사

용하고자 한다.

              

           

            

(28)

여기서  :t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 35 -

 :t-τ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t-τ일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

 :t-τ일에 한국의 사채수익률

c:상수

   :계수

 :오차항

5. 충격반응함수 분석법

Granger인과 계 분석은 변수 상호간에 정보의 선행성에 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변수상호간의 상 요도에 한 정보는 알 수가 없

다.즉,변수상호간에 양(+)이나 음(-)의 계인지를 악할 수 없고,변수상호간

에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한 변수에서 기치 못한 충격(unexpectedshock)이 발생

했을 경우 다른 한 변수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여 주는 충격반응함수

에 한 분석도 실시한다.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function)는 내생변수

의 재와 미래 값에 한 오차항 하나에 한 1표 편차 충격의 효과를 측

정한 것이다.p번째 변수에 한 충격은 p번째 변수에 직 향을 미치며,

VAR의 역동 구조를 통해 모든 내생변수들로 그 충격이 달하게 된다.다음

의 식 (29)와 식(30)과 같은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

률(FPI)간의 단순 2변량 VAR(4)을 고려해 보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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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여기서  :t일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

 :t-j일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

 :t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t-j일에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

    :계수

,ξ :오차항

여기서 의 변화는 즉각 으로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WD)의 값을 변화시

키며,양 방정식에서 후행하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WD)이 나타나기 때

문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FPI)의 모든

미래 값도 변화하게 된다.이 때 만일 오차항 와 가 서로 상 되지 않는다면

충격반응의 해석은 선형 이다.오차항 와 는 각각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

률(WD)과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FPI)에 한 것으로서 오차항 에 한

충격반응함수는 재와 미래의 원/달러 환율수익률과 융업 지수수익률에 한

1표 편차의 지수수익률 충격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와 의 공통성분은 총합 으로 VAR시스템에서 최 로 나타나는 변수에 공

통성분의 모든 효과를 에 귀속되는데 이는 가 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오

차항 와 는 공통성분을 제거하기 해 변형하는 것이다.오차는 산출된 오차

항의 공분산 행렬의 각이 직교화 되도록 스키 분해(Choleskydecomposition)

를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에 공통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은 다소 임의 인 방법이

다.방정식의 차수변환은 충격반응의 변화를 래할 수도 있다.본 연구에서는

VAR모형의 시차 10을 용하여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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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기초통계량

1. 자료 및 표본기간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변수가 융업의 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체표본기간으로 선택한

다.한국의 환율 리와 융업 주가지수는 일별자료를 사용한다.본 연구에

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수 변수로 사용하고, 리의 수 변수로 회사채(3년,

AA-)수익률을 사용한다.한국 융업에 한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를 사용하며, 융업 업종별 주가지수는 은행업 주가지수,증권업 주가

지수,보험업 주가지수를 사용한다.이 표본기간 동안에 거래일 수는 1,494일이

다.한국의 원/달러 환율 회사채(3년,AA-)수익률에 한 수 변수는 한국

은행 ECOS자료를 이용하 으며 한국 융업의 주가지수 수 변수로 유가증권

시장의 융업 지수 융업 업종별 지수는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수익률은 수 변수인 환율에 로그 값을 취

한 당일 환율과 로그 값을 취한 일 환율의 차이로 다음 식 (31)과 같이 계산

하 다.

  ln ln

(31)

식(31)에서 는 한국의 환율수익률이다.는 t시 한국의 원/달러

일별 환율이다.  은 t-1시 한국의 원/달러 일별 환율이다.사채수익률

(CB)은 회사채수익률(3년,AA-)이다. 융업 융업의 업종별 지수수익률은

각각 주가지수인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 융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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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익률은 다음 식 (32)와 같이 계산하 다.

  ln ln

(32)

식(32)에서 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는 t시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이다.  은 t-1시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된 한국의 환율수익률 사채수익률과 한국 유

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한 추세를 살펴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으며,추가 으로 융업의 종류별로 은행업 지수수익률,증권업 지수수

익률,그리고 보험업 지수수익률에 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 39 -

융업 지수수익률 추이 은행업 지수수익률 추이

증권업 지수수익률 추이 보험업 지수수익률 추이

환율수익률 추이 사채수익률 추이

<그림 1> 변수들의 수익률 이

<그림 1>의 결과에서는 한국의 환율수익률 사채수익률과 융업의 지수수

익률에 한 다음과 같은 추세를 악할 수 있다.첫째로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리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보

다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둘째로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

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은 세계 경제 기 이 보다는 이후의

기간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셋째로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변동성은 증권업 지수수익률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보험업 지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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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변동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넷째로 환율수익률의 변동성은 사채

수익률의 변동성보다 크게 나타났다.다섯째로 환율수익률의 변동성은 경제 기

이 의 변동성보다 경제 기 이후의 변동성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미미한 것을 볼 수 있다.여섯째로 사채수익률의 변동성은 경제 기 이 의 변

동성보다 경제 기 이후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차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통계량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변수인 환율수익률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

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에 변수들의 수익률에

한 기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

수수익률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과 한국의 환율수익률 사채수익률에

한 기 통계량으로 평균, 간값,최 값,최소값,표 편차,왜도,첨도,그리

고 Bera-Jarque의 통계량을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먼 분석기간 동안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의 평균은

0.000로 나타났으며,최 값과 최소값은 각각 0.100과 -0.131로 나타났다.앞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융업 지수수익률(FPI)의 변동

성은 표 편차가 0.020로 환율수익률(WD)과 사채수익률(CB)의 변동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평균은 은

행업 지수수익률(BPI)이 0.000이며,증권업 지수수익률(SPI)과 보험업 지수수익

률(IPI)은 0.001로 나타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과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변동성은 은행업의 표 편차가 0.023,증권업의 표

편차가 0.028,보험업의 표 편차가 0.021로 나타나,증권업 지수수익률(SPI)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보험업 지수수익률(IPI)의 변동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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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의 왜도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

으며 첨도 값도 정규분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의 융

업 지수수익률(FPI)의 Bera-Jacque검증결과,1% 유의수 에서 정규분포성이

기각되었다. 한,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왜도도 모두 음

(-)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첨도 값도 정규분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Bera-Jacque검증결과,1% 유의수

에서 정규분포성이 기각되었다.

<표 1> 변수들의 수익률에 한 통계량 결과

구 분 평 균 간값 최 값 최소값 표 편차 왜 도 첨 도 J-B

FPI 0.000 0.000 0.100 -0.131 0.020 -0.412 8.287 1,780.79
***

BPI 0.000 0.000 0.130 -0.158 0.023 -0.309 8.933 2,213.27***

SPI 0.001 0.000 0.130 -0.158 0.028 -0.108 6.896 947.32
***

IPI 0.001 0.001 0.109 -0.118 0.021 -0.079 5.973 551.36
***

WD 0.000 0.000 0.048 -0.056 0.010 0.150 5.991 562.24
***

CB 0.000 0.000 0.102 -0.132 0.009 -0.825 43.485 102,132.20***

주)<표 1>은 한국 주식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회사채 수익률에 한 기 통계량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

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

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WD는

원/달러 환율수익률이다.CB는 회사채(3년,AA-)에 한 사채수익률이다. 융업 업종별

지수의 지수수익률은 식 (32)와 같이 각각 지수인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환율수익률은 식 (31)과 같이 환율의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사채수익률은 일별로 발표되는 연간회사채수익률의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

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평균은 각각 수익률의 일별 평균이다.모든 변수들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별자료이다.모든 자료는 1,494일 동안의 일별 시계열 자료

이다. B-J(Bera-Jarque)는 분석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증하는 통계량으로

     와 같이 계산되며 귀무가설 정규성하에서 분포를

따른다.***는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분석기간 동안 일별 환율수익률의 평균은 0으로 나타났으며,최 값

과 최소값은 각각 0.048과 -0.056으로 나타났다.앞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환율수익률의 변동성은 표 편차가 0.010으로 융업의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변동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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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율수익률의 왜도는 0.150으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첨도 값도

5.991로 정규분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환율수익률의 Bera-Jacque검

증 결과 562.24로 나타났으며,통계 으로 1% 유의수 에서 정규분포성이 기각

되었다.

한편,분석기간 한국 융시장의 리 정책으로 인해 사채수익률의 평균은

0으로 나타났다.사채수익률의 최 값과 최소값은 각각 0.102와 -0.132로 나타났

으며,앞의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사채수익률의 변동

성은 표 편차가 0.009로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변

동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채수익률의 왜도는 -0.825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첨도 값도 43.485로 정규분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사채수익률의 Bera-Jacque검증 결과 102,132.20으로 나타났으며,통계 으

로 1% 유의수 에서 정규분포성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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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적 분석

1. 단위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식 (31)과 식 (32)에 의하여 계산된 한국의 환율수익률 사채

수익률과 융업 지수수익률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하여 융시계열

에서 사용되는 분석 자료의 단 근 검증을 일반 으로 사용되는 ADF(Augmented

Dickey-Fuller) PP(Phillips-Perron)검증을 실시하 다.분석 자료가 불안정

할 경우 이러한 자료를 사용한 추정은 분석결과에 허구 회귀 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 근 검증은 매우 요하다.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에 한

유의성 검증은 Mackinnon임계치를 사용하 다.

<표 2>의 단 근 검증결과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

의 검증결과는 ADF법에 의한 상수항(1)과 추세선(2)에서 각각 -38.170과

-38.175로 1% 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P법에 의한 상수항(1)과 추세선(2)에서 각각 -38.229와 -38.242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가증권시장의 융

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한 단 근 검증결과도 ADF법과 PP법에서 모든 업종

별 지수수익률이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사채수익률(CB)은 모두 안정 인 시계열로 나타났

다.먼 환율수익률(WD)에 한 단 근 검증결과는 ADF법에 의한 상수항(1)

과 추세선(2)에서 각각 -35.429와 -35.572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

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P법에 의한 상수항(1)과 추세선(2)에서

각각 -35.446과 -35.572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사채수익률(CB)에 한 단 근 검증결과는 ADF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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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상수항(1)과 추세선(2)에서 각각 -24.455와 -24.449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P법에 의한 상수항(1)과

추세선(2)에서 각각 -37.045와 -37.033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단 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 리와 유가증권시장의 지수 간에 선-

후행성을 분석하기 하여 안정 인 자료인 환율수익률 사채수익률과 유가증

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의 자료를 사용하

다.

<표 2> 변수들의 수익률에 한 단위근 결과

구 분
ADF검증 PP검증

상수항(1) 추세선(2) 상수항(1) 추세선(2)

FPI -38.170
***

-38.175
***

-38.229
***

-38.242
***

BPI -37.465*** -37.458*** -37.494*** -37.487***

SPI -39.207
***

-39.227
***

-39.244
***

-39.278
***

IPI -37.635
***

-37.664
***

-37.727
***

-37.798
***

WD -35.429
***

-35.572
***

-35.446
***

-35.572
***

CB -24.455*** -24.449*** -37.045*** -37.033***

주)<표 2>는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회사채 수익률에 한 기 통

계량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

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WD는 원/달러 환율 수익률이다.CB는 회사채수익

률(3년,AA-)이다. 융업 업종별 지수의 지수수익률은 각각 지수인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환율수익률은 환율의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사채수익률은 일별로 발표되는 연간회사채수익률의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

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평균은 각각 수익률의 일별 평균이다.모든 변수들은 2005년 1월

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별자료이다.모든 자료는 1,494일 동안의 일별 시계열 자료이다.

ADF검증은 AugmentedDickey-Fuller검증이다.PP검증은 Phillips-Perron검증이다.상수

항(1)은 상수항만을,추세선(2)는 상수항과 추세선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각 수 변수 지수수익률들의 Mackinnon임계치(critical

value)는 1% -3.43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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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변동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과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미치

는 향이 세계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하여 체표본기간인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두 개의 하

표본기간으로 나 고자 한다.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 체표본기간에

서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구조 변동이 존재하는지를 식 (23)과 같은 Chow

단 검증법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세계 경제 기의 환시기인 2008년 1월

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월별 기간에 한 융업 지수수익률에 한 Chow 단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Chow 단절점 검증결과

breakpoint
Chow 검증 통계량

FPI BPI SPI IPI

2008.01.02 2.407
***

1.625
*

2.112
***

2.054
**

2008.02.01 2.507
***

1.536 2.288
***

1.883
**

2008.03.03 2.341*** 1.500 2.260*** 1.984**

2008.04.02 2.203
***

1.340 2.171
***

1.719
*

2008.05.02 2.217
***

1.409 2.114
***

1.752
**

2008.06.02 2.300
***

1.536 2.075
***

1.910
**

주)<표 3>은 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한 Chow 단

검증결과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

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

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한국 융업의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

수수익률은 각각 주가지수인 수 변수를 로그 1차 차분하여 계산한 수익률이다.각 변수의

일별 통계량은 Chow 단 통계량이다.모든 변수들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별자료이다.모든 자료는 1,494일 동안의 일별 시계열 자료이다.각 지수수익률들의 통계

량 임계치(criticalvalue)는 1% -3.4381,5% 3.000,10% 2.000이다.

<표 3>에 의하면,2008년 1월 2일을 단 으로 하 을 경우 Chow 단

검증통계량 F값이 융업 지수수익률(FPI)은 2.407로 5% 유의수 에서,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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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수익률(BPI)은 1.625로 10% 유의수 에서,증권업 지수수익률(SPI)은 2.112

로 5% 유의수 에서,그리고 보험업 지수수익률(IPI)은 2.054로 5% 유의수 에

서 요한 단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월 를 단 으로 하 을 경우보다 네 가지

모든 변수에 하여 구조 변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08년 1월 2일에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가 구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단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 2일을 기

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를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으로 하

고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를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으로 분류

하고자 한다.

3.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

1) 환율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인과 계

본 연구에서는 먼 한국의 거시경제변수인 환율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

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식 (26)과 식 (27)을 이용하여 환율수

익률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하

고,환율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하

다.본 연구에서는 환율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선도 계를 검증하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체표본기간에 한 Granger인과 계 분

석을 실시하 다. 한,환율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선도 계가 경제 기 이

과 이후의 표본기간 동안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 다.각각 표

본기간 동안에 환율수익률과 주가 지수수익률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각각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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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PanelA에 제시한 것은 체표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환율수익률

(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분석결과와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

과이다.먼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

률(FPI)간에 분석결과에서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

수익률(F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에서 F값이 3.451로 1% 유

의수 에서,lag4에 F값이 3.299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

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시차의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

는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Granger

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

수익률 간에 분석결과이다.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

수익률(B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과 lag4에서 F값이 각각

3.435와 2.904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

든 시차의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환율수익률(WD)로부

터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에서 F값이 3.828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고,lag4에 F값이 3.222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

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시차의 F값이 유

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보

험업 지수수익률(I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시차의 F값이 유

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

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2와 lag3에서 F값

1)시차는 AIC검증에서 FPI는 3차,BPI와 SPI는 4차,IPI는 2차로 나타났으며,SC검증에서는

FPI,BPI,SPI IPI모두에서 1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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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4.039와 3.770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고,lag4에 F값이 3.190으

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

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과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의 Granger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며,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주가지수에 하여 선행하지만 보험업의 주가지수에

해서는 후행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융업의 업종별로 환율에 한 선-후행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표 4>의 PanelB와 PanelC에 제시한 것은 경제 기 이 과 이후의 하 표

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FPI)간에 분석결과와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과이다.먼 <표 4>의 PanelB는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인과 계의 분석결과이다.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

든 시차의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한국의 환율수익률

(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과에서 환

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로의 Granger

인과 계 검증결과도 모든 업종과 시차에서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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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율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 인과 계 결과

구분
환율수익률 → 지수수익률 지수수익률 → 환율수익률

WD→FPIWD→BPIWD→SPI WD→IPI FPI→WD BPI→WD SPI→WD IPI→WD

PanelA: 체표본기간

lag1 0.624 0.530 0.016 1.733 0.251 0.151 0.371 1.252

lag2 0.929 1.869 1.187 0.954 1.299 0.281 0.982 4.039
***

lag3 3.451*** 3.435** 3.828*** 1.320 1.216 0.213 1.210 3.770***

lag4 3.299
**

2.904
**

3.222
**

0.999 0.934 0.160 0.928 3.190
**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lag1 0.003 0.004 0.001 0.003 0.197 0.062 0.282 0.671

lag2 0.004 0.004 0.341 0.638 0.360 0.042 0.783 0.377

lag3 0.006 0.002 0.324 0.549 1.535 0.788 0.693 0.377

lag4 0.242 0.393 0.324 0.812 1.191 0.651 0.519 0.454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lag1 0.482 0.421 0.004 2.077 0.321 0.164 0.788 2.657

lag2 0.996 2.053 0.686 1.746 1.188 0.421 0.763 5.884***

lag3 4.232
***

3.917
***

4.363
***

2.094
*

2.045 0.499 2.202
*

5.924
***

lag4 4.929*** 3.982*** 4.419*** 2.108* 1.643 0.479 1.785 5.067***

주)<표 4>는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간의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한 F-값들이다. 체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환율수익

률→지수수익률은 한국의 환율수익률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로의 인과

계 검증결과이다.지수수익률→환율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로부터 환

율수익률로의 인과 계 검증결과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

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

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WD는 원/달러 환율 수

익률이다.lag1,lag2,lag3,lag4는 식 (26)과 식 (27)에서 시차1,시차2,시차3,시차4이다.

***,**,*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4>의 PanelC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

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인과 계의 분석

결과이다.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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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과 lag4에서 F값이 각각 4.232와 4.929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부

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시차의 F값이 유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서는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Granger

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

간과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의 PanelC의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

과를 살펴보자.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

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과 lag4에서 F값이 각각 3.917과 3.982

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

(B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시차의 F

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

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과 lag4

에서 F값이 각각 4.363과 4.419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유가증

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에서만 F값이 2.202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인과성이

약하게 나타났다.한편,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

률(I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3과 lag4에서 F값이 각각 2.094와

2.108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인과성이 약하게 나타났다.그러나 유가증

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5.884,5.924,5.067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어 인과성이 강하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환율수익률(WD)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

(BPI)과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의 Granger인과 계가 단일방향성이 존재하

며,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부터 환율수익률(WD)로의 G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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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계가 단일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기 이 과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하여 선행성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과 융업의 업종별로 환율에 한 선-후행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2) 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인과 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변수인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

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식 (26)과 식 (27)을 이용하여 사채수익률

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하 고,사

채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하 다.본

연구에서는 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선도 계를 검증하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체표본기간에 한 Granger인과 계 분석을 실

시하 다. 한,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선도 계가 경제 기 이 과 이

후의 표본기간 동안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 다.각각 표본기간

동안에 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하여 각각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표 5>의 PanelA에 제시한 것은 체표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사채수익률

(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분석결과와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

과이다.먼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FPI)간에 분석결과에서 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F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2.674,8.993,6.063,6.242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리고 유

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도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23.753,14.527,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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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사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의 Granger인과 계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

수익률 간에 분석결과이다.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

수익률(B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4에서 F값이 각각

5.801,4.767,5.010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3에서 F값이

3.067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

률(F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도 lag1,lag2,

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24.897,15.078,10.149,8.648로 모두 1% 유의수 에

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

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8.086,

7.006,4.906,5.837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

결과도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7.159.,8.377,5.707,4.676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한편,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보

험업 지수수익률(I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에서 F값이 3.737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6.083,4.119,

4.467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

수익률(I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 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

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0.883,7.108,4.509,3.883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사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

수수익률(BPI),증권업 지수수익률(SPI),보험업 지수수익률(IPI)간의 Granger

인과 계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융업 주가지수 간의 인과성과 다르게 리와 융업의 주가지수 간의 인과

계가 양방향으로 나타났고, 융업의 업종별로 리에 한 선-후행성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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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PanelB와 PanelC에 제시한 것은 경제 기 이 과 이후의 하 표

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FPI)간에 분석결과와 한국의 사채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과이다.먼 <표 5>의 PanelB는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인과 계의 분석결과이다.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

든 시차의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융

업 지수수익률(F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에서 F값이 6.564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2,lag3,lag4에서 F

값이 각각 3.165,2.994,2.396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서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부

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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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에 Granger 인과 계 결과

구분
사채수익률 → 지수수익률 지수수익률 → 사채수익률

CB→FPI CB→BPI CB→SPI CB→IPI FPI→CB BPI→CB SPI→CB IPI→CB

PanelA: 체표본기간

lag1 12.674
***

5.801
***

8.086
***

3.737
*

23.753
***

24.897
***

7.159
***

10.883
***

lag2 8.993
***

4.767
***

7.006
***

6.083
***

14.527
***

15.078
***

8.377
***

7.108
***

lag3 6.063
***

3.067
**

4.906
***

4.119
***

9.925
***

10.149
***

5.707
***

4.509
***

lag4 6.242*** 5.010*** 5.837*** 4.467*** 7.496*** 8.648*** 4.676*** 3.883***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lag1 0.408 0.267 0.836 0.927 6.564
***

2.356 6.120
**

4.572
**

lag2 0.373 0.398 0.699 0.730 3.165
**

1.219 3.359
**

3.065
**

lag3 0.333 0.297 0.556 0.695 2.994** 1.243 2.885** 3.678**

lag4 0.775 0.440 1.365 1.110 2.396
**

0.941 2.163
*

2.876
**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lag1 14.945
***

6.003
**

15.824
***

5.948
**

26.978
***

23.616
***

13.281
***

16.722
***

lag2 9.955*** 4.627** 12.144*** 7.473*** 15.993*** 14.301*** 12.737*** 11.149***

lag3 6.674
***

3.018
**

8.243
***

4.897
***

10.600
***

9.583
***

8.769
***

6.891
***

lag4 6.016
***

3.957
***

7.737
***

4.192
***

7.923
***

7.908
***

7.094
***

6.060
***

주)<표 5>는 한국의 사채수익률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간의 Granger인과

계를 검증한 F-값들이다. 체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사채수익

률→지수수익률은 한국의 사채수익률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로의 인과

계 검증결과이다.지수수익률→사채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로부터 사

채수익률로의 인과 계 검증결과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

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

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CB는 회사채(3년,AA-)

의 사채수익률이다.lag1,lag2,lag3,lag4는 식 (26)과 식 (27)에서 시차1,시차2,시차3,시

차4이다.***,**,*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

익률 간에 분석결과에서 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모든 업종과 시차에서 F값이 유

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도 모든 시차의 F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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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에서 F값이

각각 6.120,3.359,2.885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4에서 F값이

2.163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한,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

익률(I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

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4.572,3.065,3.678,2.876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

었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에서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과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

인과 계가 단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의 PanelC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

률(CB)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에 인과 계의 분석결

과이다. 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4.945,

9.955,6.674,6.016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유가증권시장의 융

업 지수수익률(F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26.978,15.993,10.600,7.923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서 사

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간의 Granger인과

계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 5>의 PanelC의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WD)과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 간에 분석결

과를 살펴보자.사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

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4에서 F값이 3.957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1,lag2,lag3에서 F값이 각각 6.003,4.627,3.018로 모두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로부터 사채

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23.616,14.301,9.583,7.908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

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의 Granger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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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5.824,12.144,8.243,7.737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로부

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3.281,12.737,8.769,7.094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

채수익률(CB)로부터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5.948,7.473,4.897,4.192로 모

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lag1에서 F값이 5.948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로부터 사채수익률(CB)로의

Granger인과 계 검증결과는 lag1,lag2,lag3,lag4에서 F값이 각각 16.722,

11.149,6.891,6.060으로 모두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 결과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한 사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들 간의 Granger인과 계가 양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 표본기간에 한 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 리가 유가증

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하여 선행성이 경제 기 이 과 이후 간에 차이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4.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표 4>와 <표 5>에서 Granger인과검증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과 리 정보

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달되어 주가변동의 외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한국의 환율과 리 정보는 한국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한 변수이다.이러한 상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한국의 환율과 리 정보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과 융업 업종별 주가지수에 어떻게 반 되는지를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과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과 융업 업종별 주가지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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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식 (28)의 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먼 <표 6>PanelA는 체표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

익률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이다.환율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1,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

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는 환율

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표 6>PanelA에서 환율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과 증권업 지수수익

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각각 5%와 1% 유의

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과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미

치는 향은 시차 1,시차 2,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각각 5%와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환율수익률이 융업의 보험업 지수수익

률에 미치는 향은 모든 시차에서 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하 다.사채수익률이

융업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

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고,시차 1과 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

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 결과는 <표 4>의 Granger인과 계 검

증 결과와 일 되게 환율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 6>PanelB는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에 하여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이다.환율수익률이 유가증권

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모든 시차에서 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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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은 모든 시차에서 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표 6>PanelB에서 환율수익률이 융업의 업종별 지수수익률들에 미치는

향은 모든 시차에서 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

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과

보험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모든 시차에서 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표 6>PanelC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에 하여 한국

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

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이다.환율수익률이 유가

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

에 미치는 향은 시차 1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

의 값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이는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

에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음(-)의 방

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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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거시경제변수  융업 지수수익률 간에 다중회귀  결과

구분 WD(-1) WD(-2) WD(-3) WD(-4) CB(-1) CB(-2) CB(-3) CB(-4)

PanelA: 체표본기간

FPI
0.059

(1.126)

0.071

(1.332)

-0.146***

(-2.763)

-0.065

(-1.219)

-0.226***

(-3.437)

-0.173***

(-2.650)

0.058

(0.885)

-0.155**

(-2.375)

BPI
0.052

(0.887)

0.112

(1.894)

-0.144**

(-2.429)

-0.043

(-0.733)

-0.158**

(-2.252)

-0.162**

(-2.316)

0.023

(0.335)

-0.216***

(-3.101)

SPI
0.018

(0.248)

0.132*

(1.798)

-0.219***

(-2.976)

-0.050

(-0.680)

-0.225***

(-2.617)

-0.251***

(-2.929)

0.106

(1.241)

-0.231***

(-2.691)

IPI
0.085

(1.539)

0.035

(0.636)

-0.077

(-1.394)

0.005

(0.085)

-0.127
**

(-1.989)

-0.192
***

(-3.037)

0.072

(1.140)

-0.143
**

(-2.259)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FPI
0.001

(0.019)

-0.007

(-0.097)

-0.011

(-0.150)

0.077

(1.102)

0.097

(0.593)

0.124

(0.765)

-0.079

(-0.485)

-0.251

(-1.555)

BPI
0.015

(0.192)

0.000

(0.002)

-0.011

(-0.147)

0.101

(1.320)

0.077

(0.440)

0.140

(0.801)

-0.049

(-0.282)

-0.187

(-1.070)

SPI
-0.028

(-0.232)

0.101

(0.825)

-0.064

(-0.525)

0.070

(0.578)

0.271

(0.971)

0.226

(0.816)

-0.200

(-0.724)

-0.513
*

(-1.857)

IPI
0.005

(0.059)

-0.097

(-1.109)

-0.065

(-0.744)

0.112

(1.292)

0.187

(0.940)

0.235

(1.189)

-0.163

(-0.830)

-0.297

(-1.510)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FPI
0.103

(1.319)

0.112

(1.441)

-0.232
***

(-2.981)

-0.179
**

(-2.285)

-0.311
***

(-3.674)

-0.189
**

(-2.224)

0.020

(0.240)

-0.150
*

(-1.777)

BPI
0.097

(1.097)

0.177
**

(2.013)

-0.223
**

(-2.526)

-0.153
*

(-1.717)

-0.200
**

(-2.215)

-0.170
*

(-1.882)

0.001

(0.011)

-0.215
**

(-2.412)

SPI
0.038

(0.406)

0.123

(1.310)

-0.315
***

(-3.345)

-0.156
*

(-1.647)

-0.344
***

(-3.524)

-0.327
***

(-3.357)

0.092

(0.945)

-0.214
**

(-2.199)

IPI
0.145

*

(1.959)

0.106

(1.434)

-0.090

(-1.227)

-0.075

(-1.022)

-0.177
**

(-2.388)

-0.211
***

(-2.859)

0.049

(0.662)

-0.105

(-1.426)

주)<표 6>은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

는 향에 하여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 계수 값들이다. 체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경제 기 이 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다.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FPI는 한국 유가증

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

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

익률이다.WD(-1),WD(-2),WD(-3),WD(-4)는 환율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CB(-1),CB(-2),CB(-3),CB(-4)는 사채수익률에 한 시차 1,

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는 회귀계수에 한 t-값이다.***,**,*는 각

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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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표 6>PanelC에서 환율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에 미치

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

며,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

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1과 시차 4에서 계

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환율수익률이 융업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1

과 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러나 환율수익

률이 융업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1에서 계수 값이 양(+)

의 값으로 10%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그리고 사채수익률이 융업의 보험

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

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1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Granger인과 계 검증 결과와 일 되게 환율수익

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이 세계 경제 기 이 과

이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1) 환율수익률과 지수수익률간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율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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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를 <그림 2>와 <표

7>에 제시하 다.먼 <그림 2>의 PanelA와 <표 7>의 PanelA는 체표본

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Responseof

FPItoWD의 결과는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

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시차 3에서 매우 약한 양(+)의

향을 미치지만,시차 4와 시차 5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

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Responseof

B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은

행업 지수수익률(BPI)에 시차 3에서 약한 양(+)의 향을 미치지만,시차 4와 시

차 5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ofS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

률(SPI)에 시차 3에서 약한 양(+)의 향을 미치지만,시차 4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ResponseofI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의 PanelB와 <표 7>의 PanelB는 세계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

ResponseofFPItoWD의 결과는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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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표본기간에서도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

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유가증권시장

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ResponseofB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

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ResponseofS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

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

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ofI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

(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 하 표본

기간에도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

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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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ofFPItoWDResponseofBPItoWDResponseofSPItoWDResponseofIPItoWD

PanelA: 체표본기간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그림 2> 환율수익률에 한 융업 지수수익률의 충격반응

마지막으로 <그림 2>의 PanelC와 <표 7>의 PanelC는 세계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

ResponseofF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

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시차 3에서 매우 약한 양(+)의 향을 미

치지만,시차 4와 시차 5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WD)과 유가증권시장

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ResponseofB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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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에 시차 3에서 약한 양(+)의 향을 미치지

만,시차 4와 시차 5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

ofSPItoWD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에 시차 3에서 약한 양(+)의 향을 미치지만,시차 4에

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ResponseofIPItoWD

의 결과는 한국의 환율수익률(WD)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

익률(I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세계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도 <표 4>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환율수익률에 한 융업 지수수익률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Period 1 2 3 4 5 6

PanelA: 체표본기간

ResponseofFPItoCB 0.000000 0.000432 0.000773 -0.001364 -0.001089 0.000264

ResponseofBPItoCB 0.000000 0.000400 0.001249 -0.001300 -0.000898 -0.000271

ResponseofSPItoCB 0.000000 -0.000044 0.001316 -0.001977 -0.001046 0.000872

ResponseofIPItoCB 0.000000 0.000746 0.000410 -0.000662 -0.000332 0.000926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ResponseofFPItoCB 0.000000 0.000047 0.000122 -0.000024 0.000522 0.000422

ResponseofBPItoCB 0.000000 0.000188 0.000212 -0.000084 0.000723 0.000207

ResponseofSPItoCB 0.000000 -0.000088 0.001074 -0.000153 0.000302 0.000881

ResponseofIPItoCB 0.000000 0.000120 -0.000632 -0.000642 0.000729 0.000985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ResponseofFPItoCB 0.000000 0.001006 0.001368 -0.002571 -0.002355 0.000013

ResponseofBPItoCB 0.000000 0.000999 0.002285 -0.002404 -0.002259 -0.000627

ResponseofSPItoCB 0.000000 0.000023 0.001423 -0.003403 -0.001941 0.000426

ResponseofIPItoCB 0.000000 0.001550 0.001181 -0.000907 -0.001193 0.00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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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수익률과 지수수익률간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를 <그림 3>과 <표

8>에 제시하 다.먼 <그림 3>의 PanelA와 <표 8>의 PanelA는 체표본

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Responseof

FPItoCB의 결과는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시차 2와 시차 3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체표본기간에 한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

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Responseof

BPItoCB의 결과는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

이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에 시차 2와 시차 3,그리고 시차 5

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ofSPItoCB의 결과

는 체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에 시차 2와 시차 3,그리고 시차 5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ResponseofIPItoCB의 결과는 체표본기간

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

률(IPI)에 시차 2와 시차 3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체표본기간에 한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의 PanelB와 <표 8>의 PanelB는 세계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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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ofFPItoCB의 결과는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서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

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과 유가증권시장

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ResponseofBPItoCB의 결과는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

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에 모든 시차에서 미치는 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ofSPItoCB의 결과는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

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ResponseofIPItoCB의 결과는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도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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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ofFPItoWDResponseofBPItoWD ResponseofSPItoWD ResponseofIPItoWD

PanelA: 체표본기간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그림 3> 사채수익률에 한 지수수익률의 충격반응

마지막으로 <그림 3>의 PanelC와 <표 8>의 PanelC는 세계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

익률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이다.

ResponseofFPItoCB의 결과는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

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FPI)에 시차 2와 3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이 유가증권시장

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자.

ResponseofBPItoCB의 결과는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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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BPI)에 시차

2와 시차 3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sponseofSPIto

CB의 결과는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

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SPI)에 시차 2와 시차 3에서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ResponseofIPItoCB의 결과는 한

국의 사채수익률(CB)의 직교충격이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IPI)에

시차 2와 시차 3에서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세계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도 <표 5>의 Granger인과 계 분석과 <표

6>의 다 회귀분석의 결과와 일 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사채수익률에 한 융업 지수수익률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Period 1 2 3 4 5 6

PanelA: 체표본기간

ResponseofFPItoWD 0.000000 -0.001957 -0.001482 0.000282 -0.000802 0.000001

ResponseofBPItoWD 0.000000 -0.001512 -0.001315 0.000049 -0.001423 0.000157

ResponseofSPItoWD 0.000000 -0.002085 -0.001936 0.000587 -0.001750 0.000851

ResponseofIPItoWD 0.000000 -0.001089 -0.001797 0.000303 -0.000994 -0.000383

PanelB:경제 기 이 표본기간

ResponseofFPItoWD 0.000000 0.000410 0.000431 -0.000435 -0.000972 -0.000428

ResponseofBPItoWD 0.000000 0.000403 0.000507 -0.000365 -0.000744 -0.000212

ResponseofSPItoWD 0.000000 0.001059 0.000833 -0.000965 -0.002046 -0.000802

ResponseofIPItoWD 0.000000 0.000755 0.000665 -0.000793 -0.001011 0.000330

PanelC: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

ResponseofFPItoWD 0.000000 -0.003575 -0.002145 0.000179 -0.000669 0.000198

ResponseofBPItoWD 0.000000 -0.002681 -0.001842 -0.000074 -0.001613 0.000185

ResponseofSPItoWD 0.000000 -0.003997 -0.003177 0.001128 -0.001854 0.001557

ResponseofIPItoWD 0.000000 -0.002103 -0.002612 0.000236 -0.000749 -0.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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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세계 경제 기에 따른 우리나라 융업의 주가에 경시경제변수가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특히 융업 주가와 환율 리 간의 련성이

융업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 다. 한,본 연구에서는 융

업의 주가와 환율 리 간의 계가 세계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차이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 다.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로 원/달러 환율과

3년 만기 회사채 리를 수 변수로 사용하 다.한국의 환율과 리,그리고 주

가지수는 일별자료를 사용한다.한국 주가지수는 융업 지수와 융업 업종별

지수인 은행업,증권업,보험업 지수를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는 기 통계량

분석한 다음, 환율 리와 지수수익률의 시계열 자료에 한 안정성 여부를

단하기 하여 단 근 검증을 실시하 다. 한,본 연구에서는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구조 변동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하여 Chow 검증

법에 의한 구조 변동 검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주가, 리와

주가 간에 련성을 검증하기 하여 VAR모형에 기 한 Granger인과 계를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이를 통하여 한국의 환율과 리가 한국 주

식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과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

는 향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 다.그리고 환율과 리가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이 경제 기 이 과 이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도 검증하 다.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율 리와 주가 간에 충격반응

함수의 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리가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체표본기간

으로 선택하 다.그리고 Chow 검증법에 의한 구조 변동을 2008년 1월 2일로

보고 세계 경제 기 이 의 하 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를

선택하 으며,세계 경제 기 이후의 하 표본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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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를 선택하 다.본 연구에서 발견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융시장의 환율과 리가 유가증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음

(-)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3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다.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은 시차 1,시차 2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1%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으며,시차 4에서 계수 값이 음(-)의 값으로 5% 유의수 에서 기각되었

다.

둘째로 환율과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수익률은 융업의 은행업

과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융업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채수

익률이 융업의 은행업,증권업,그리고 보험업의 지수수익률에 음(-)의 방향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우리나라 환율과 리가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이 세계 경제 기 이 과 이후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세계 경제 기 이 에는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증권업,

그리고 보험업의 지수수익률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세

계 경제 기 이후에는 환율수익률은 융업의 은행업과 증권업 지수수익률에 음

(-)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융업의 보험업 지수수익률

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채수익률이 융업의 은행업,증권

업,그리고 보험업의 지수수익률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한국 융시장의 환율과 리가 한국 유가증권시

장의 융업 주가지수에 음(-)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융업 업

종별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러한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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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기 이후에 보다 뚜렷한 상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자들의 향후 포트폴리오 략 수립에 유익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다만,본 연구에서는 환율

과 리 이외의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이 융업의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지 못하 다는 것이 한계 이다.이러한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한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72 -

참 고 문 헌

권택호,박종원,“한국 주식시장에서 환 험 리미엄과 기업특성,”재무 리연

구,제16권 제1호,(1999),pp.295-341.

김명기,문소상,“환율, 리,주가변동의 상호 연 성 분석,”한국은행,경제분석,

제4권 제2호,(1998),pp.93-122.

김명환,“거시경제변수와 주가변동의 계에 한 연구,”단국인 학교 학원

경 학과 석사학 논문,(2007).

김 재,“국제수지변동과 환율, 리,주가의 련성,”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

술발표 회 발표논문,(1998),pp.31-52.

김정희,장병기,“ 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해외변수들의 주가에

한 향력 변화,”산업경제연구,23(4),(2010),pp.2105-2134.

김 일,“주가와 주요 거시경제변수 간의 상호 계에 한 실증분석,”한국개발

연구,(1997),pp.59-88.

김철교,박정옥,백용호,“제 경제지표가 종합 업종지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증권학회지,제12집,(1990),pp.347-375.

김태 ,박갑제,변 태,“ 험 리미엄의 거시경제변수충격에 한 반응 연구,”

증권학회 발표논문집,(2007년 3차).

박상용,연강흠,“자본시장개방이 환율⋅주가⋅ 리간의 상호 련성에 미치는

향,”경 학연구,제37호,(1994),pp.47-79.

오정근,“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활황인 개방경제에서 리,주가,환율,경상

수지간의 상 계,” 한국은행, 융경제연구, 제104호, (2000), pp.

188-208.

유재필,“거시경제변수와 산업별 주가지수수익률의 상호 계 분석에 한 연구,”

용인 학교 학원 경 학과 박사학 논문,(2009).

이기성,유재원,“외환 기 이후 국내외 융시장의 상호연 성분석,”한국 융학



- 73 -

회지,8,(2003),pp.160-183.

이경주,이진옥,“환율변동과 기업가치,”제주 학교 지역사회발 연구소,사회발

연구,13,(1997),pp.221-236.

이근 ,“환율변화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한국 융학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논문,(2002),pp.47-69.

이승호,“ 리,환율의 연 성과 자본이동성,”한국은행,경제분석,제3권 제3호,

(1997),pp.87-107.

장병기,최종일,“주가,기 심리,거시경제변수의 강기균형 계:Cointegration

을 심으로,”재무 리연구,18(2),(2001),pp.125-144.

정성창,정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와의 장기 균형

계,”재무연구,15(2),(2002),pp.205-235.

지호 ,김 일,“환율과 주가의 계:국제 실증분석,”재무 리연구,제16권

제1호,(1999),pp.261-281.

채남기,“주요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의 상호 련성,”주식,(1995),pp.55-70.

최규완,“주요거시경제변수와 주가의 상호연 성 분석,” 삼성경제,11월호,

(1997).

하 명,윤세남,“환율변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한국외국어 학교 논문

집,제28호,(1995),pp.231-246.

홍갑수,“시장평균환율제하의 환율과 원화콜 리 계분석:GARCH모형을 이용

한 일별 계분석,”한국은행, 융경제연구,제15호,(1990),pp.41-64.

황선웅,최재 ,“VWCM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간의 계에 한

실증분석,”재무 리논총,12(1),(2006),pp.183-213.

Abdalla,S.A.andV.Murinde,“ExchangeRateandStockPriceInteractions

in Emerging FinancialMarkets:Evidenceon India,Korea,Pakistan,

andPhilippines,”AppliedFinancialEconomics,7,(1997),pp.25-35.

Aggarwal,R,“ExchangeRatesandStockPrices:A StudyoftheUsCapital

Markets under Floating Exchange Rates,” Akron Business and



- 74 -

EconomicReview,Fall(1981),pp.7-12.

Bahmani-Oskooee,M.andA.Sohrabian, “StockPricesandtheEffective

Exchange Rate ofthe Doller,” Applied Economics,24,(1992),pp.

459-464

Bexter,M.,“RealExchangeRatesandRealInterestDifferentials,‘Journalof

MonetaryEconomics,33,(1994).

CampbellJ.Y.andJ.Ammer,“WhatMovestheStockandBondMarket?A

Variance Decomposition forLong-Term AssetReturns,”Journalof

Finance,48,(1993),pp.3-37.

Chen,N.,“FinancialInvestment Opportunities and the Macroeconomy,”

JournalofFinance,46(2),(1991),pp.529-554.

Chen,N,Roll,R.andS.Ross,“EconomicForcesandtheStockMarket,”

JournalofBusiness,59,No.3,(1986),383-403.

Cutler,D.,J.PoterbaandL.Summers,“WhatMovesStockPrices?”Journal

ofPortfolioManagement,(1989),pp.4-11.

Dickey,D.,andW.Fuller,“DistributionoftheEstimatorsforAutoregressive

TimeSerieswithaUnitRoot,”JournaloftheAmericanStatistical

Association,74,(1979),pp.427-431.

Edison,H.J.andB.D.Pauls,“ARe-assessmentoftheRelationshipbetween

RealExchangeRatesandRealInterestRates:1974-1990,"Journalof

MonetaryEconomics,31,(1993).

Fama, E., “Multiperiod Consumption-Investment Decision,” American

EconomicReview,60,(1970),pp.163-174.

Fama,E.,“Stock Returns,RealActivity,Inflation and Money,”American

EconomicReview,71,(1981),pp.545-565.

Fama,E.,“StockReturns,ExpectedReturns,andRealActivity,”Journalof

Finace,55,(1990),pp.1089-1108.



- 75 -

Frenkel,J.and R.M.Levich,“Covered InterestArbitrage:Unexploited

Profits?”JournalofPoliticalEconomy,83,(1975),pp.325-338.

Fuller,W.A.,Introduction toStatisticalTimeSeries,Wiley,New York,

(1976).

Granger,C.,“Investigating Causal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Methods,”Econometria,(1969),pp.424-438.

Granger,C.,B.N.Huang,andC.W.Yang,“A BivariateCausalitybetween

Stock Pricesand ExchangeRate:Evidencefrom RecentAsiaFlu,”

QuarterlyReview ofEconomicsandFinance,40,(2000),pp.337-354.

Hansen,L.P.and R.Hodrick,“Forward Exchange Rates as Optimal

PredictorsofFutureSpotRates:AnEconomicAnalysis,”Journalof

PoliticalEconomy,88,(1980),pp.829-853.

Kruger, A. O., Exchange-Rate Determin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Press(1983),pp.123-125.

Lee,Bong-Soo,“CausalRelationsamongStockReturns,InterestRate,Real

Activity,andInflation,”JournalofFinace,47,(1992),pp.1591-1603.

Mukherjee,T,K.andA.Naka,“DynamicRelationsbetweenMacroeconomic

VarablesandtheJapaneseStockMarket:anApplicationofa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JournalofFinacialResearch,(1995),pp.

223-237.

Newey, W. and K. West, “A Simple Positive Semi-definite,

Heteroskedasticity andAutocorrelation ConsistentCovarianceMatrix,”

Econometrica,55,(1987),pp.703-708.

Perron,P.,“Trendsand Random Walksin MacroeconomicTimeSeries,”

JournalofEconomicDynamicsandControl,12,(1988),pp.297-332.

Phillips,P.C.B.,“TimeSeriesRegressionwithaUnitRoot,”Econometrica,

55,(1987),pp.277-301.



- 76 -

Said,S.andD.Dickey,“TestingforUnitRootsinAutoregressive-moving

Average Models with Unknown Order,”Biometrica,71,(1984),pp.

599-607.

Smith,C.E.,“Stock Markets and Exchange Rate; A Multi-Country

Approach,”JournalofMacroeconomics,14(4),Fall(1992a)pp.76-94.

Smith,C.E.,“Equities and UK Exchange Rate,” Applied Economics,

March(1992b).

Thorbecke,W.,“OnStockMarketReturnsandMonetaryPolicy,”Journalof

Finance,52,(1997),pp.638-654.



- 77 -

부   록

<  표 1> 전체표본 간에 한 다중회귀  결과

구분 FPI BPI SPI IPI

C
0.001
(1.135)

0.001
(0.937)

0.001
(1.234)

0.001
(1.485)

PI(-1)
-0.049

*

(-1.650)
-0.003
(-0.105)

-0.045
(-1.605)

0.001
(0.019)

PI(-2)
-0.069

**

(-2.309)
-0.082

***

(-2.864)
-0.024
(-0.864)

-0.034
(-1.231)

PI(-3)
-0.033
(-1.109)

-0.041
(-1.437)

0.014
(0.477)

-0.019
(-0.688)

PI(-4)
-0.057*

(-1.911)
-0.065**

(-2.253)
-0.084***

(-2.972)
-0.060**

(-2.147)

WD(-1)
0.059
(1.126)

0.052
(0.887)

0.018
(0.248)

0.085
(1.539)

WD(-2)
0.071
(1.332)

0.112
*

(1.894)
0.132

*

(1.798)
0.035
(0.636)

WD(-3)
-0.146

***

(-2.763)
-0.144

**

(-2.429)
-0.219

***

(-2.976)
-0.077
(-1.394)

WD(-4)
-0.065
(-1.219)

-0.043
(-0.733)

-0.050
(-0.680)

0.005
(0.085)

CB(-1)
-0.226

***

(-3.437)
-0.158

**

(-2.252)
-0.225

***

(-2.617)
-0.127

**

(-1.989)

CB(-2)
-0.173

***

(-2.650)
-0.162

**

(-2.316)
-0.251

***

(-2.929)
-0.192

***

(-3.037)

CB(-3)
0.058
(0.885)

0.023
(0.335)

0.106
(1.241)

0.072
(1.140)

CB(-4)
-0.155**

(-2.375)
-0.216***

(-3.101)
-0.231***

(-2.691)
-0.143**

(-2.259)

Ad-R2 0.021 0.019 0.019 0.010

D-W 2.002 2.001 2.000 2.002

F-값 3.602
***

3.434
***

3.351
***

2.217
**

주)<부록 표 1>은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하여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한 계수 값들이다. 체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

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

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험업 지수수익률이다.PI(-1),PI(-2),PI(-3),

PI(-4)는 융업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자

기회귀계수이다.WD(-1),WD(-2),WD(-3),WD(-4)는 환율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

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CB(-1),CB(-2),CB(-3),CB(-4)는 사채수익률에 한 시

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는 회귀계수에 한 t-값이다.***,**,*

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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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경제위  이전 표본 간에 한 다중회귀  결과

구분 FPI BPI SPI IPI

C
0.001

**

(2.045)
0.001
(1.269)

0.002
**

(1.997)
0.002

***

(2.850)

PI(-1)
0.077

**

(2.001)
0.072

*

(1.884)
0.043
(1.129)

0.043
(1.150)

PI(-2)
-0.070*

(-1.790)
-0.091**

(-2.373)
0.004
(0.093)

-0.023
(-0.601)

PI(-3)
0.021
(0.533)

0.002
(0.041)

0.004
(0.108)

0.009
(0.230)

PI(-4)
-0.097**

(-2.480)
-0.107***

(-2.787)
-0.099**

(-2.578)
-0.124***

(-3.302)

WD(-1)
0.001
(0.019)

0.015
(0.192)

-0.028
(-0.232)

0.005
(0.059)

WD(-2)
-0.007
(-0.097)

0.000
(0.002)

0.101
(0.825)

-0.097
(-1.109)

WD(-3)
-0.011
(-0.150)

-0.011
(-0.147)

-0.064
(-0.525)

-0.065
(-0.744)

WD(-4)
0.077
(1.102)

0.101
(1.320)

0.070
(0.578)

0.112
(1.292)

CB(-1)
0.097
(0.593)

0.077
(0.440)

0.271
(0.971)

0.187
(0.940)

CB(-2)
0.124
(0.765)

0.140
(0.801)

0.226
(0.816)

0.235
(1.189)

CB(-3)
-0.079
(-0.485)

-0.049
(-0.282)

-0.200
(-0.724)

-0.163
(-0.830)

CB(-4)
-0.251
(-1.555)

-0.187
(-1.070)

-0.513
(-1.857)

-0.297
(-1.510)

Ad-R
2

0.005 0.010 0.000 0.010

D-W 2.011 2.008 2.011 2.001

F-값 1.335 1.597 0.990 1.599

주)<부록 표 2>는 경제 기 이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하여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

한 계수 값들이다.경제 기 이 표본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

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

험업 지수수익률이다.PI(-1),PI(-2),PI(-3),PI(-4)는 융업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

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자기회귀계수이다.WD(-1),WD(-2),WD(-3),

WD(-4)는 환율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CB(-1),

CB(-2),CB(-3),CB(-4)는 사채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

이다.()는 회귀계수에 한 t-값이다.***,**,*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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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경제위  이후 표본 간에 한 다중회귀  결과

구분 FPI BPI SPI IPI

C
-0.000
(-0.261)

0.000
(0.259)

-0.001
(-0.610)

-0.000
(-0.356)

FPI(-1)
-0.127***

(-2.883)
-0.040
(-0.969)

-0.148***

(-3.507)
-0.045
(-1.082)

FPI(-2)
-0.064
(-1.445)

-0.070*

(-1.672)
-0.052
(-1.227)

-0.033
(-0.784)

FPI(-3)
-0.074*

(-1.662)
-0.068
(-1.610)

0.003
(0.068)

-0.057
(-1.361)

FPI(-4)
-0.046
(-1.043)

-0.049
(-1.184)

-0.077*

(-1.812)
-0.012
(-0.295)

WD(-1)
0.103
(1.319)

0.097
(1.097)

0.038
(0.406)

0.145*

(1.959)

WD(-2)
0.112
(1.441)

0.177
**

(2.013)
0.123
(1.310)

0.106
(1.434)

WD(-3)
-0.232

***

(-2.981)
-0.223

**

(-2.526)
-0.315

***

(-3.345)
-0.090
(-1.227)

WD(-4)
-0.179

**

(-2.285)
-0.153

*

(-1.717)
-0.156

*

(-1.647)
-0.075
(-1.022)

CB(-1)
-0.311

***

(-3.674)
-0.200

**

(-2.215)
-0.344

***

(-3.524)
-0.177

**

(-2.388)

CB(-2)
-0.189

**

(-2.224)
-0.170

*

(-1.882)
-0.327

***

(-3.357)
-0.211

***

(-2.859)

CB(-3)
0.020
(0.240)

0.001
(0.011)

0.092
(0.945)

0.049
(0.662)

CB(-4)
-0.150

*

(-1.777)
-0.215

**

(-2.412)
-0.214

*

(-2.199)
-0.105
(-1.426)

Ad-R
2

0.044 0.029 0.049 0.022

D-W 2.001 2.001 1.990 2.000

F-값 3.859
***

2.886
***

4.233
***

2.378
***

주)<부록 표 3>은 경제 기 이후 하 표본기간에 한 한국의 환율수익률과 사채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하여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

한 계수 값들이다.경제 기 이후 표본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F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융업 지수수익률이다.B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은행업 지수수익

률이다.S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증권업 지수수익률이다.IPI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보

험업 지수수익률이다.PI(-1),PI(-2),PI(-3),PI(-4)는 융업 융업 업종별 지수수익

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자기회귀계수이다.WD(-1),WD(-2),WD(-3),

WD(-4)는 환율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이다.CB(-1),

CB(-2),CB(-3),CB(-4)는 사채수익률에 한 시차 1,시차 2,시차 3,시차 4의 회귀계수

이다.()는 회귀계수에 한 t-값이다.***,**,*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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