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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

경제모형을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국내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당기와 장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 공급충격은 당기과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승시

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

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환율변화율을 상승시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다. 그러나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측오차의 분산분

해결과도 최근으로 올수록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에 대한 해외공급충

격의 설명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공급충격과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감소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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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990년대에 들어와 WTO의 출범으로 세계무역이 자유화되고 각국의 금융 및 자

본시장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환율과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에 환율제도가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

제도로 이행한 후 환율변동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이 크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화가치의 급격

한 절하를 통해 금융 및 외환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

다주었는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1992년 이후 개방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오

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원래 예정보다 빨리 외국인

에게 완전 개방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2004년에는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42%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2000년

대 이후 주가가 그 어느 선진국보다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사태이다. 

원/달러환율의 상승, 즉 원화가치하락은 실물부문에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경

제성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수입기업의 주

가를 떨어뜨린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주식시장 유입은 주가를 상승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반면 외국자본의 유출은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환율을 상승

시킨다. 즉 환율과 주가의 연계성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더욱 밀접해짐

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특히 위기기간동안 더욱 강력해졌다. 이와 같이 펀더멘털한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환율과 주가가 기간에 따라 어떤 인과관계 또는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변수 또는 요인들이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가와 물가간의 폐쇄경제 균형모형을 환율과 물가

간의 관계를 이용해 2국 개방경제 균형모형으로 확장시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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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모형을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충격과 상대적인 국내수

요충격이 국내외 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이

로부터 충격의 형태에 따라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장단기에 걸쳐 양(+)이거

나 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Blanchard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을 부과한 후 VAR 모형을 추정하여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의 상관관계

가 당기와 장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세부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다우

존스지수와 코스피, 그리고 원/달러환율 등이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양국의 국민소득 및 통화량 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본다. 뿐만 아니라 충격반응분석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해 양국의 공급충격과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에 동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력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다. 제Ⅲ절에서는 비대칭적인 2국 개방경제모형을 이용해 국내외 공급 및 상대적 

수요충격으로 구성된 3변수 이동평균모형을 도출한다. 제Ⅳ절에서는 추정모형과 추

정방법 등에 대해 논하고 제Ⅴ절에서는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과 기초통계량을 살펴

본다. 제Ⅵ절에서는 충격반응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기간별로 분석하고 제Ⅶ절

에서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ⅡⅡⅡ. . . .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연구연구연구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환율과 주

가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주가와 물가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다.

먼저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환율전가와 관련된 연구들로

서 환율이 수입 및 국내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환율전가는 

가격설정방식이 PCP(producer currency pricing) 방식이냐 또는 LCP(local 

currency pricing) 방식이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결과는 양국의 

통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서는 Obstfe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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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ff(2000), Obstfeld(2001), Bhattacharya, Karayalcin, and Thomakos(2008) 

등이 있다. 그 밖에 구매력평가이론이나 화폐적 접근법 등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예: Frankel, 1979). 

주가와 물가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서는 Fama(1981, 1983)의 대리가설(proxy 

hypothesis) 이후 많은 연구들이 등장한다. 특히 균형모형에 근거한 이론분석들은 

이들의 상관관계가 공급충격이냐 수요충격이냐에 달라짐을 보여준다(예: Geske 

and Roll, 1983; Danthine and Donaldson, 1986; Lee, 1989, Hess and Lee, 

1999; Lee, 2003). 한 예로 Hess and Lee(1999)는 구조형 2변량 VAR 모형을 응

용하여 수요충격이 주식수익률과 인플레이션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오는 반

면 공급충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환율과 주가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한 기존의 이론 또는 실증적인 연

구들은 주로 환율과 주가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들은 크게 유량모형분석과 저량모형분석 등으로 나눠진다. 유량모형

분석은 전통적 분석 또는 미시이론적 분석으로 원화가치하락은 수출을 증가시켜 수

출기업 또는 수입대체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수입을 감소시켜 수입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다. 즉 수출주도적인 산업정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상승이 주가상승을 가져온다. 한편 저량모형분석은 포트폴리오 분석 또는 

거시이론적 분석으로 유량모형분석과 반대로 주가상승이 자본유입을 통해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이다. 즉 주가상승은 원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예: Abdalla and Murinde, 1997; Ajayi, Friedman, and Mehdian, 

1998).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의 연관성을 VAR 또는 ECM 등을 통해 분석한 기

존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들의 인과관계가 국가 또는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실질경기순환이론과 국제자산가격결정이론을 결합하

여 주가와 환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Pavlova and Rigobon(2007)은 표준적인 국제자산가격결정모형에 교역조건을 고려

함으로써 주가와 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국내연구로는 지호준 김영일

(1999), 이근영(2003, 2007), 이충언(200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주가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과 달리 환율과 주가가 모두 외생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일방적인 인관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Pavlova and Rigobon(2007)와 같이 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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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다른 기초적인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그러나 Pavlova and Rigobon(2007)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경제모형을 환율과 물가간의 관계를 이

용한 개방적인 2국 모형으로 확장시켜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가 수요충격이냐 

또는 공급충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와 같은 모형이 Pavlova and Rigobon(2007)보다 국내외 주가와 원/달러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2국 모형으로부터 도출

된 3변수 이동평균모형을 Blanchard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과 

Lastrapes(2005, 2006)의 외생변수 가정을 사용해 추정함으로써 국내외 공급 및 

수요충격이 환율과 주가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ⅢⅢⅢⅢ. . . . 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분석모형

1. 1. 1. 1. 2222국 국 국 국 개방경제모형개방경제모형개방경제모형개방경제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급충격와 상대적 수요충격이 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Blanchard and Quah(1989)의 모형을 변형시킨 Hess and 

Lee(1999)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비대칭적인 2국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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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 , , , , , 은 각각 대수를 취한 국내 총수요, 총공급, 화폐

공급, 물가수준, 이자율, 생산성, 고용 등을 나타낸다. 한편 상첨자 *는 해외변수를 

표시한다. 또한 식 (13)과 식 (14)에서 , , 는 각각 기대환율절하율, 현물환율,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한다. 

식 (1)은 국내 총수요가 국내 실질잔고에 대한 양(+)의 함수인 반면 이자율에 대

해서는 음(-)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한편 식 (2)는 국내 총공급이 국내 생산성과 고

용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식 (3)에서 국내물가수준이 화폐공급에 비례하는 반면 생

산성과 전기의 이자율에 반비례하나 식 (4)에서 이자율이 화폐공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식 (3)은 당기의 물가수준이 당기와 전기의 화폐공급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이는 물가와 총수요가 시차를 두고 조정됨을 의미한다. 한편 식 (7), (8), (9), (10)

은 식 (1), (2), (3), (4)에 대응하는 외국함수를 나타내는데 변수간의 관계는 자국

의 경우와 동일하다. 

양국의 화폐공급과 생산성은 식 (5), (6), (11), (12)와 같이 변화한다고 가정한

다. 여기서 
는 외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인 수요충격을 표시하는 반면 

와 


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 공급충격을 나타내며 계열상관관계나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lnln 로 표시될 수 있는데 

와 


는 각각 국내수요충격과 해외수요충격을 나타낸다. 는 파라미터로 자국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경우 큰 값을 갖는다. 

을 기대환율절하율로 정의하는 경우 식 (13)은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평가를 나

타낸다. 식 (14)는 기대환율절하율이 현재 현물환율과 균형환율간의 갭, 그리고 자

국과 외국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격차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는 조정속도로 재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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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의 모형으로부터 국내외 산출성장률(
 )과 인플레이션율( 

 )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15)


  

 




                                                   (16)

 



                                                (17)


 






                                                  (18)

다음으로 주가와 산출을 연결시키기 위해 Hess and Lee(1999)에서와 마찬가지

로 주가의 현재가치모형을 고려한다. 배당에 대한 대리변수로 산출을 사용하여 주

가와 산출간의 스프레드 (=
  

∞

  )와 
(=

  

∞

  
 )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19)


 


  









  
                                   (20)

위 식에서 와 
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 주가를 표시하며 와 는 할인율을 나

타낸다. 식 (19)와 (20)의   와 
 


을 이용하여 자국과 외국의 주

식수익률 와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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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과 (22)는 자국과 외국의 주식수익률 와 
이  국내외 수요 및 공급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식 (13)과 (14)를 결합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이 구해진다. 

  


  


                                            (23)

식 (14)로부터   일 때  

 


이고 균형수준이 현재 실제 수준에 의해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참조: Frankel, 1979).

   
 

    
  





                (24)

식 (24)을 차분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환율변화율 을 구할 수 있다.1)

  




 
















 



      (25)

2. 2. 2. 2. 3333변수 변수 변수 변수 이동평균모형이동평균모형이동평균모형이동평균모형

식 (21), (22), (2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변수 이동평균모형을 구할 수 있

다.

  
                                                (26)

을 행렬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화시장의 조정속도인 가 ∽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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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가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경우 한국은 미국에 비해 매

우 작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내공급충격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국내수

요충격이 미국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또한 0이라고 가정한다(→∞ 가정). 

이러한 가정하에 국내외 충격의 당기 효과(=0)와 장기 효과(=1)를 보여주는 

와 은 각각 다음과 같다.













  
  




 


 




                               (28)













  
  

   

                                            (29)

3. 3. 3. 3. 당기 당기 당기 당기 및 및 및 및 장기 장기 장기 장기 효과 효과 효과 효과 

여기서는 동시기의 효과와 장기 효과를 구분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당기의 경

우(=0)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국내주가를 상승시킨다. 반면 양(+)의 해외공급충

격은 환율(자국통화/외국통화)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킨다.2) 가 1보다 큰 경우, 즉 

2) Pavlova and Rigobon(2007)의 Proposition 1에 따르면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시킨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실증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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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충격이 국내공급충격보다 국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율은 

하락한다. 이 경우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당기의 국내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환

율을 하락시켜 국내주가와 환율이 당기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장기의 경우

에도 동일하다. 둘째, 양(+)의 국내공급충격은 당기의 국내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환율을 하락시켜 국내주가와 환율이 당기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장기의 경

우에도 동일하다. 셋째, 외국대비 양(+)의 상대적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국내주가

와 환율을 동시에 상승시켜 국내주가와 환율이 당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면 장기의 경우에는 장기제약조건에 의해 국내주가가 상대적 국내수요충격에 반

응하지 않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중립적이다. 위의 내용들은 <표 1>에 요약되

어 있다. 

ⅣⅣⅣⅣ. . . . 모형추정모형추정모형추정모형추정

1. 1. 1. 1. 추정모형추정모형추정모형추정모형

식 (26) 또는 (27)의 3변수 이동평균모형은 다음과 같은 3변수 VAR 모형을 전환

시켜 도출된다.3) 

                                                      (30)

위 식에서    
  

∞


 ,   

 
 

  ,  이다. 식 

(30)은 다음과 같이 이동평균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상수항을 제외하면 식 (26)

과 동일하다.

미국에서 양(+)의 공급충격은 원화가치를 하락시키기보다는 상승시켜 원/달러환율을 하

락시킨다. 또한 Pavlova and Rigobon(2007)은 당기의 반응만을 살펴보는 반면 국내외 

수요 및 공급 충격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당기와 동일하지 않다. 
3) 여기서는 실제 추정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상수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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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이기 때문에  을 식 (31)에 대입하고 

양변에 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32)

                                                            (33)

식 (32)에서 을 알면 을 도출할 수 있는데 식 (28)에서 이미 살펴본 바

와 같이 3변수 분석모형에서 
 =0, 

 =0이기 때문에 추정해야할 의 요소는 7

개인 반면 식 (33)의 공분산 행렬로부터 6개의 제약식을 얻을 수 있다. 나머지 1개

의 제약식은 장기효과를 보여주는 식 (29)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4)

2. 2. 2. 2. 추정방법추정방법추정방법추정방법

앞 절의 분석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방경제인 외국의 주가는 국내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

음과 같은 VAR 모형이 사용된다. 

































 













  


 

 



 

 












  


  
  





















                              (35)

식 (35)를 OLS로 추정할 때 발생하는 계량적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서

는 Lastrapes(2005, 2006)의 추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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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식 (35)와 (36)를 비교해 보면 =
,  , 

 
 ,  

, = 

   ,      , 
  

  
  ,   

 
  , 그리고 

 는 
 , 


 , 

 , 
 로 구성된 2×2 행렬이다. 식 (36)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37)

   
 



  
 




                                      (38)

 
     

  
  

       

 ≡   
 

                    

최소자승법에 의해 식 (37)과 (38)를 추정한 후 원래 VAR 모형의 파라미터인  

와 을 도출한 다음 장기제약조건을 이용하여 을 추정한다. 

ⅤⅤⅤⅤ. . . .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자료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별 다우존스지수, 코스피, 원/달러환율 자료가 사용된다. 표본기

간은 시장평균환율제가 도입된 1990년 3월 2일부터 2012년 12월 14일까지이며 

전체 표본크기는 5413개이다. 먼저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다. 

1. 1. 1. 1. 단위근 단위근 단위근 단위근 및 및 및 및 공적분 공적분 공적분 공적분 검정검정검정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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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DF 검정과 PP 검정을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가 단위근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시차를 사용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PP 검정통계량을 추정할 때 고려되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시차수는 Newey and 

West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다. 수준변수로 주가와 환율은 대수를 취하였고 차분변

수는 대수를 취해 뺀 후 100을 곱해 % 변화율로 표시하였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수준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방법이나 추세항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

가 표준적인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분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개별 변수가 단위근을 갖고 있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한

다. 

한편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단위근을 가진 수준변수들이 공적분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Johansen(1988) 검정방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

차수가 4인 경우 Johansen 검정결과는 두 경우 모두 추세항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

이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H0: r=0)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분변수를 사용한 VAR 모형을 사용한다. 

2. 2. 2. 2. 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

여기서는 차분변수를 사용한 VAR 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먼저 변수들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가 다우존스지수(DJ), 코스피(KOSPI), 

원/달러환율(￦/$)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체 표본기간동안

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기간(’90.03.02 - 

’12.12.14)을 외환위기 이전 기간(’90.03.02 - ’97.09.30), 외환위기기간(’97.10.01 

- ’98.12.28), 외환위기 이후 기간(’99.01.04 - ’07.07.31),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07.08.01 - ’09.06.3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09.07.01 - ’12.12.14)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4) 

전체기간에 걸쳐 세 변수 모두 평균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우존스지수의 경우만 

4)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은 예외적이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인용

되는 넓은 범위의 기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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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기간별로 보면 다우존스지수 변화율의 경

우 글로벌 금융위기간만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코스피 변화

율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만 평균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원/달러환율 변화율은 코스피 수익

률과 반대로 이들 기간동안에만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다. 전체기간동안 코스피와 원/

달러환율의 평균 변화율은 상승한 반면 각 기간별로 두 변화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변화율의 표준편차는 전체기간에 걸쳐 코스피, 다우존스지수, 원/달러환율 순으로 

크다. 각 기간별로도 코스피 변화율의 표준편차가 다우존스지수 변화율의 표준편차

보다 항상 크다. 한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동안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

율의 표준편차가 커진다.  

왜도는 전체기간에 걸쳐 세 변수 모두 음(-)의 값으로 변화율의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각 기간별로는 기간에 따라 양(+) 또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는 모두 정규분포의 첨도인 3보다 크며, 특히 원/달러환율의 

경우가 매우 크다. 최고치는 전체기간의 경우 원/달러환율, 코스피, 다우존스지수의 

순으로 크나 외환위기기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원/달러환

율의 최고치가 가장 작다. 최저치의 경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표준편차는 물

론 최고치와 최저치에 관한 결과는 코스피가 다우존스지수보다 모든 기간에 걸쳐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Q(10)는 변화율의 10계차 자기

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

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전체기간의 경우 세 변수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각

된다. 그러나 각 기간별로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림 1>은 세 수준변수와 차분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990년 3월 

2일에 2,660.36에 머물던 다우존스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 1월 14일

에 11,722.98을 기록하나 그 후 IT 거품의 붕괴와 9.11 테러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다우존스지수는 2002년 10월 9일에 7,286.27을 기록하여 저점에 도달한 

후 저금리정책 등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2007년 10월 9

일에 최고치인 14164.53을 기록한 이후 다우존스지수는 상승할 때보다 더 빠른 속

도로 하락한다. 한편 다우존스지수는 2009년 3월 9일에 최고치일 때보다 50% 이

상 하락한 6547.05를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한다. 이 상승추세는 2010년 5월경에 일

시적으로 하락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1년 6월까지 지속된다. 변화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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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다우존스지수 변동폭이 상승시기보다는 하락시기일 때에 더욱 커짐을 보여

준다. 

<그림 1>은 코스피가 1990년대에는 상승 추세인 다우존스지수와 달리 횡보하고 

있는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우존스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다우존스지수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코스피 변화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외환위기때에 더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달러환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다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급상승한다. 한

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

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원/달러환율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1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후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빠른 속도로 폭등한다. 환율 변동폭은 외환위기

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우존스지수나 코스피의 변동폭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ⅥⅥⅥ. . . .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시차수는 SIC 기준을 고려하여 2인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

여 =2인 식 (37)과 (38)를 추정한 후 식 (35)의 파라미터인  와 을 도출한다. 

그 다음  와 의 추정치와 장기제약식 을 이용하여 을 추정한다. 장기

제약식 은 식 (3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9)

따라서 7개의 미지수(
  

  
  

  
  

  
 (

 =0, 
 =0)와 총 7개의 제약

식(식 (33)의  추정치로부터 6개 + 식 (39)의 장기제약식 1개)을 가지기 때문에 

을 적정 식별할 수 있다. 먼저 비선형 추정방법을 이용해 을 추정한 후 식 

(32)로부터 을 구한 다음 식 (31)을 이용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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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의 의 의 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추정결과 

의 추정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전체기간의 경우 
 와 

 의 추정치

는 각각 0.316%와 -0.072%인데 이는 한 단위 표준편차크기에 해당하는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당일의 코스피를 0.316%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072% 

하락시킴을 나타낸다. 이는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기간별로 살펴보면 
 의 추정치가 외환위기기간과 글로

벌 금융위기기간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금융시장의 개

방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공급충격에 대한 국내주가의 당일 반응이 점점 커지

며, 특히 이 반응은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간동안 극대화된다. 한편 
 의 

추정치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90.03.02 - ’97.09.30)과 외환위기 이후 기간

(’99.01.04 - ’07.07.31)에 모두 0.001%로 0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는 해외공급

충격에 대한 당일 원/달러환율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이러한 현상은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원/달러환율의 일일 변동허용

폭이 제한되어 있었고 금융 및 자본시장이 덜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주식시장이 원래 예정 일정보다 조기에 완전히 개방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엔화 동조화 정책이나 고환율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식 (2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 경우 


 ≥의 크기를 갖는다. 


 와 

 의 추정치는 전체기간의 경우 각각 1.819%와 -0.294%로 한 단위 표준

편차크기의 양(+)의 국내공급충격은 당일의 코스피를 1.819% 상승시키는 반면 당

일의 원/달러환율을 0.294%만큼 하락시켜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각 기간별로 살펴보면 
  추정치의 절대치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커지는데, 이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로 국내외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함

에 따라 국내공급충격에 대한 원/달러환율의 반응이 점점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해

외공급충격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이 반응은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

간동안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기간에 구분없이 국내공급충격에 따른 코스피와 원/

달러환율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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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 추정치는 전체기간의 경우 각각 0.815%와 0.116%이다. 즉 한 단위 

표준편차크기에 해당하는 양(+)의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당일의 원/달러환율과 

코스피를 각각 0.815%와 0.116% 상승시켜 국내외 공급충격과 달리 코스피와 원/

달러환율 변화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각 기간별로 살펴보면 
 의 추정치

가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이후만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가져 상대적인 국내수

요충격에 기인한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의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데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해외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표 6>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추정치의 대각항을 1로 정규화한 경우이다. 

따라서 전체기간의 경우 
 와 

 의 추정치는 각각 0.275%와 -0.063%이다. 이는 

양(+)의 1% 해외공급충격은 당일의 코스피를 0.275%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

율을 0.063% 하락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와 

 의 추정치는 전체기간의 경우 각

각 1%와 -0.161%로 양(+)의 1% 국내공급충격은 당일의 코스피를 1% 상승시키는 

반면 당일의 원/달러환율을 0.161%만큼 하락시킨다. 마지막으로 
 와 

 의 추정치

는 전체기간의 경우 각각 0.1%와 0.143%이다. 즉 양(+)의 1% 상대적인 국내수요

충격은 당일의 원/달러환율과 코스피를 각각 1%와 0.143% 상승시킨다. 

2. 2. 2. 2. 충격반응함수충격반응함수충격반응함수충격반응함수

전절에서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는 의 추정결과로부터 국내외 공

급 및 수요 충격이 동시기의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여기서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에 대한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의 동태적인 장기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7>과 <그림 2>∼<그림 7>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의 누적충격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전체기간에 걸쳐 1%에 해당하는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24일후 

코스피를 0.681%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169% 하락시킨다.5) <그림 2>

5)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각 반응은 각 반응에 <표 4>에 나타난 해당 충격의 표준

편차를 곱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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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선이 전체기간의 누적충격반응곡선을 보여준다. 한편 실선의 위와 아래에 위

치한 점선은 1,000회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1단위 표준편차 구간을 

표시한다. <그림 2>에 따르면 코스피는 당일에 0.275% 상승한 후 24일후에는 

0.681%까지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은 당일에 0.063% 하락한 후 24일후에는 

0.169%까지 하락한다. 당기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해외공급충격에 기인한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반응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 기간별로 살펴보

면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의 장기반응은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제

외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두 변수의 장기반응은 두 위기기간의 장기반응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부터 <그림 7>이 각 기간별 반응을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걸쳐 1% 양(+)의 국내공급충격은 24일후 코스피를 0.983% 상승시

키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154% 하락시킨다. <그림 2>에 따르면 코스피는 당일에 

1% 상승한 직후 서서히 하락해 24일후에는 0.983% 상승에 머문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당일에 0.161% 하락한 후 서서히 상승해 24일후에는 0.154% 하락에 머문

다. 장기효과의 절대치가 당일 효과의 절대치보다 작으나 국내공급충격에 기인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음(-)의 관계를 갖는다. 세부기간별로 살펴보면 국내

공급충격에 기인한 코스피의 장기반응은 위기기간에 관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작

아진다. 반면 원/달러환율의 장기반응은 위기기간을 제외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두 위기기간의 반응은 평상시의 경우보다 크다. <그림 3>부터 

<그림 7>이 각 기간별 반응을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걸쳐 1%에 해당하는 양(+)의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은 장기제약조건

에 따라 24일후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944% 상승

시킨다. <그림 2>에 따르면 원/달러환율은 당일에 1% 상승한 후 추가적으로 상승

하다가 하락해 24일후에는 0.944% 상승에 머문다. 장기효과의 절대치가 당일 효과

의 절대치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장기제약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에 기

인한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중립적이다. 각 기간별로도 코스피의 장기반응은 0%인 

반면 원/달러환율의 장기반응은 1% 내외에서 변동한다. 

3. 3. 3. 3. 거시경제변수와의 거시경제변수와의 거시경제변수와의 거시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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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제Ⅲ절의 분석모형에서 살펴본 금융변수들과 공급 및 수요관련 실물변

수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외 주식수익률과 원/달러환율 변화율이 각각 GDP 성장률과 M1 증가율과 시차에 

따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GDP의 경우 분기별 자료

이기 때문에 주가와 환율 자료로 일별 자료의 각 분기별 평균자료를 사용한다. 한

편 분기별 자료가 사용되어 표본크기가 131개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기간(1990:1-2012:3)에 걸친 상관계수만 비교하기로 한다. 

<표 8>이 코스피 수익률()과 한국 GDP 성장률(  ), 다우존스지

수 수익률()과 미국 GDP 성장률( ), 그리고 한국 M1 증가율

() 또는 미국 M1 증가율()과 원/달러환율 절하율(   ) 등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국민소득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되는데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래 6분기까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0, 

…, 6).

주가의 현재가치모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국민소득에 선행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경우 와 , 그리고 와 

  의 상관계수가 각각 0.403과 0.466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1분기 이후의 

GDP 성장률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와 

, 그리고 와  의 상관계수가 각각 0.507과 0.459로 다우

존스지수 수익률이 동 분기와 1분기 이후 미국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개방경제이론모형에 따르면 미국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달

러가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 통화량이 증가하

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표 8>에서 와   , 

와    , 와    , 와   의 상관계수가 각

각 –0.210, -0213, -0.219, –0.250 등으로 미국 M1의 증가율은 2, 3, 4, 5분기 

이후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 M1의 증

가율은 2, 3, 4, 5분기 이후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규모 경제인 미국에 비해 한국이 훨씬 소

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한국통화정책이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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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엔 동조화 정책이나 고환율정책 등으로 과거 한국의 외환정책이 통화정책과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표 8>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와 

의 상관계수가 –0.400인데 이는 역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에 따라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오히려 M1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 4. 4. 4. 분산분해분산분해분산분해분산분해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림 8>은 전체기간에 걸친 구조형 

모형과 축약형 모형의 잔차항인 와 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공급충격을 

외생변수로 보았기 때문에 축약형 해외공급충격 
는 구조형 해외공급충격 

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축약형 국내공급충격 
와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 

는 구조형 

해외공급충격 
, 국내공급충격 

,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40)

 

<표 9>는 24일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산분해란 3개 충격

중 각 충격의 분산이 한 변수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비율로 나타

낸 것이다. 전체기간의 경우 코스피에 대한 국내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당일에 

96.7%에서 24일후에는 90.4%로 하락하는 반면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은 당일에 

2.9%에서 24일후에는 8.9%로 상승한다. 상대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1% 미만이다. 

한편 전체기간에 걸친 원/달러환율에 대한 상대적 국내수요충격과 국내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은 각각 당일에 87.9%와 11.4%에서 24일후에는 86.1%와 11.0%로 하락

한다. 반면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은 각각 당일에 0.7%에서 24일후에는 2.9%로 

상승한다. 

각 기간별로 살펴보면 코스피에 대한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이 당일보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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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다. 반면 코스피에 대한 국내공급충격의 24일후 설명비율은 위기

기간에 관계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든다. 코스피에 대한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

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3%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원/달러환율에 대한 해외공급충격

의 설명비율은 당일보다 장기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24일후 설명비율은 위기기간

에 관계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진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명비율이 0%에 불과하

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까지 상승한다. 유사하게 원/달러환율에 대

한 국내공급충격의 24일후 설명비율은 위기기간을 제외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한다. 외환위기기간과 글로벌 금융위기간의 경우에는 이 설명비율이 더 크게 증가

한다. 그러나 원/달러환율에 대한 국내수요충격의 24일후 설명비율은 두 위기기간

을 제외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간의 경우에 이 설명

비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한다. 

ⅦⅦⅦⅦ.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어결어결어결어

본 연구에서는 먼저 Blanchard and Quah(1989)와 Hess and Lee(1999)의 폐쇄

모형을 2국 개방경제 균형모형으로 확장시켜 국내외 공급충격과 상대적인 국내수요

충격이 국내외 주가와 환율에 당기와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모형에 따르면 양(+)의 해외공급충격은 국내주가를 상승시키는 반

면 해외공급충격이 국내공급충격보다 국내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율

(자국통화/외국통화)을 하락시킨다. 마찬가지로 양(+)의 국내공급충격 또한 국내주

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환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국내주가와 환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이 관계는 당기뿐만 아니라 장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한편 양(+)의 상대적 국내수요충격은 당기의 국내주가와 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주가

와 환율이 당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장기의 경우에는 장기제약조건에 

의해 국내주가가 상대적 국내수요충격에 반응하지 않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중

립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대칭 2국 모형에 기초한 3변수 이동평균모형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Lastrapes(2005, 2006)의 외생변수 가정과 Blanchard 



- 21 -

and Quah(1989)의 장기 식별제약조건을 사용하였다. 즉 일반적인 VAR 모형에 위 

가정들을 추가하여 추정한 후 충격반응과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결과 양(+)의 해외 및 국내 공급충격은 당기과 장기 모두 코스피 수익률을 상

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하락시켜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공급충격보다는 해외공급충격이 코스

피와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상대적인 양(+)의 국내수

요충격은 당기의 코스피 수익률과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같이 상승시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수요충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결과도 장기에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분산에 

대한 해외공급충격의 설명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반면 국내공급충격과 

국내수요충격의 설명비율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경제가 국내충격보다는 해외충격

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재화 및 금

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화된 소규모 개방경제의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방경제의 과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산업별 또는 계층별로 고착화 또는 양극화되는 현상은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고환율정책이나 해외자본유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크며 국제실물시장충격보다 더 

빨리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출입은 가능한 한 차단

할 필요성이 크다. 이미 국내수요충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부문이 너무 취약해 이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존재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무역수

지의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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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의 상관관계 - - + - - 중립

<표 1>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의 효과 

주: 1) 
 (

)와 
는 각각 해외(국내) 공급충격과 상대적인 국내수요충격을 표시.

2)  : 
 가 

보다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

<표 2> 단위근검정(시차가 4인 경우)

검정방법 ADF검정 PP검정

상수 추세 상수 추세

수준변수

DJ -2.278 -2.218 -2.280 -2.120

KOSPI -1.241 -2.354 -1.241 -2.353

￦/$ -2.233 -2.196 -2.222 -2.184

차분변수

DJ -6.157** -6.281** -6.152** -6.279**

KOSPI -6.935** -6.940** -6.936** -6.940**

￦/$ -6.158** -6.174** -6.119** -6.135**

주: 1)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표 3> 공적분검정: Johansen 검정(시차가 4인 경우)

H0 외생변수
추세
포함

λmax
λmax

임계치(95%)
trace

trace
임계치(95%)

r=0
DJ, 

KOSPI

￦/$

× 23.536 24.482 38.234 39.098

○ 25.453 27.539 38.671 46.472

주: 1) H0: r=0은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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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화율(%)의 기초통계량

기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최고치 최저치 Q(10)

'90.03.02

-

'12.12.14

DJ 0.030+ 1.153 -0.230 10.587 10.326 -8.201 52.264**

KOSPI 0.015 1.888 -0.199 7.798 11.284 -14.667 31.037**

￦/＄ 0.008 0.881 -0.249 130.369 17.248 -20.346 346.738**

'90.03.02

-

'97.09.30

DJ 0.061 0.807 -0.103 5.700 4.466 -4.177 15.511

KOSPI -0.017 1.463 0.204 5.454 8.187 -8.380 22.427*

￦/＄ 0.015** 0.170 0.569 14.456 1.291 -1.330 63.036**

'97.10.01

-

'98.12.28

DJ 0.051 1.379 -0.693 8.061 4.861 -7.455 3.512

KOSPI -0.047 3.646 0.071 3.622 10.024 -12.539 14.279

￦/＄ 0.094 2.835 -0.052 19.463 17.248 -20.346 55.013**

'99.01.04

-

'07.07.31

DJ 0.018 1.102 -0.215 7.292 6.155 -7.650 19.361*

KOSPI 0.061 1.958 -0.416 6.688 7.697 -14.667 18.599*

￦/＄ -0.013 0.424 0.258 5.812 2.139 -1.937 12.428

'07.08.01

-

'09.06.30

DJ -0.098 2.119 0.088 6.528 10.326 -8.201 35.822**

KOSPI -0.072 2.294 -0.291 7.208 11.284 -11.172 14.686

￦/＄ 0.072 1.522 -0.948 22.012 10.229 -13.243 21.658*

'09.07.01

-

'12.12.14

DJ 0.053 1.061 -0.414 6.112 4.153 -5.706 10.866

KOSPI 0.043 1.267 -0.535 6.038 4.900 -6.420 9.967

￦/＄ -0.020 0.653 0.613 5.824 2.881 -2.577 15.281

주: 1) Q(10)는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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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 추정치

    기간

   

'90.03.02
-

'12.12.14

'90.03.02
-

'97.09.30

'97.10.01
-

'98.12.28

'99.01.04
-

'07.07.31

'07.08.01
-

'09.06.30

'09.07.01
-

'12.12.14


 1.150 0.805 1.378 1.101 2.071 1.05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316 0.086 0.787 0.202 0.782 0.338


 1.819 1.454 3.532 1.848 2.123 1.083


 0.116 0.059 0.446 0.043 0.183 -0.128


 -0.072 0.001 -0.114 0.001 -0.329 -0.148


 -0.294 -0.017 -1.194 -0.086 -0.851 -0.253


 0.815 0.168 2.524 0.405 1.132 0.523

<표 6> 의 정규화 추정치

    기간



'90.03.02
-

'12.12.14

'90.03.02
-

'97.09.30

'97.10.01
-

'98.12.28

'99.01.04
-

'07.07.31

'07.08.01
-

'09.06.30

'09.07.01
-

'12.12.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75 0.107 0.571 0.184 0.378 0.320


 1.000 1.000 1.000 10.000 1.000 1.000


 0.143 0.351 0.177 0.105 0.162 -0.244


 -0.063 0.001 -0.083 0.001 -0.159 -0.140


 -0.161 -0.012 -0.338 -0.047 -0.401 -0.2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추정치 의 대각항을 1로 정규화한 값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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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누적충격반응분석결과(24일후)

충격

변수

반응

변수

'90.03.02
-

'12.12.14

'90.03.02
-

'97.09.30

'97.10.01
-

'98.12.28

'99.01.04
-

'07.07.31

'07.08.01
-

'09.06.30

'09.07.01
-

'12.12.14




KOSPI
0.681

(0.030)**

0.247

(0.042)**

0.819

(0.170)**

0.770

(0.050)**

0.654

(0.137)**

0.941

(0.086)**

￦/$
-0.169

(0.024)**

0.005

(0.041)

-0.181

(0.106)**

-0.074

(0.039)+

-0.337

(0.089)**

-0.393

(0.068)**




KOSPI
0.983

(0.021)**

1.050

(0.033)**

1.039

(0.070)**

0.963

(0.033)**

0.905

(0.072)**

0.795

(0.055)**

￦/$
-0.154

(0.027)**

-0.008

(0.062)

-0.298

(0.087)**

-0.067

(0.043)

-0.361

(0.078)**

-0.131

(0.067)+




KOSP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0.944

(0.020)**

1.066

(0.032)**

0.926

(0.082)**

1.018

(0.033)**

0.920

(0.069)**

0.935

(0.052)**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표시.

   2) +와 **는 각각 10%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표 8> 상관계수(전체기간: 1990:1-2012:3)

p KOSPIt
KGDPt+p

DJt
USGDPt+p

KM1t
/$t+p

USM1t
/$t+p

0 0.403** 0.507** 0.002 0.113
1 0.466** 0.459** 0.112 -0.040
2 0.129 0.330** -0.041 -0.210+

3 -0.062 0.227* -0.013 -0.213+

4 -0.012 0.133 0.041 -0.219+

5 -0.173 0.064 -0.036 -0.250*

6 -0.146 0.055 -0.127 -0.162
주: 1) KGDP( USGDP)와 KM1( USM1)는 각각 한국(미국)의 GDP와 M1 변화율을 표시.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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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기간
설명비율


 

 


'90.03.02
-

'12.12.14

KOSPI
0 0.029(0.001)** 0.967(0.001)** 0.004(0.001)**

6 0.089(0.001)** 0.904(0.002)** 0.007(0.001)**

24 0.089(0.001)** 0.904(0.002)** 0.007(0.001)**

￦/$
0 0.007(0.000)** 0.114(0.004)** 0.879(0.004)**

6 0.029(0.000)** 0.110(0.004)** 0.861(0.004)**

24 0.029(0.000)** 0.110(0.004)** 0.861(0.004)**

'90.03.02
-

'97.09.30

KOSPI
0 0.004(0.001)** 0.995(0.002)** 0.002(0.002)
6 0.010(0.001)** 0.987(0.003)** 0.003(0.003)
24 0.010(0.001)** 0.987(0.003)** 0.003(0.003)

￦/$
0 0.000(0.001) 0.010(0.002)** 0.990(0.002)
6 0.000(0.001) 0.011(0.003)** 0.989(0.003)**

24 0.000(0.001) 0.011(0.003)** 0.989(0.003)**

'97.10.01
-

'98.12.28

KOSPI
0 0.047(0.005)** 0.938(0.013)** 0.015(0.012)
6 0.063(0.009)** 0.909(0.019)** 0.027(0.017)
24 0.063(0.009)** 0.909(0.019)** 0.027(0.017)

￦/$
0 0.002(0.005) 0.183(0.036)** 0.816(0.036)**

6 0.005(0.009) 0.183(0.037)** 0.812(0.038)**

24 0.005(0.009) 0.183(0.037)** 0.812(0.038)**

'99.01.04
-

'07.07.31

KOSPI
0 0.012(0.001)** 0.988(0.002)** 0.001(0.001)
6 0.115(0.001)** 0.884(0.002)** 0.001(0.002)
24 0.115(0.001)** 0.884(0.002)** 0.001(0.002)

￦/$
0 0.000(0.001) 0.043(0.003)** 0.957(0.003)**

6 0.024(0.001)** 0.047(0.003)** 0.929(0.003)**

24 0.024(0.001)** 0.047(0.003)** 0.929(0.003)**

'07.08.01
-

'09.06.30

KOSPI
0 0.119(0.012)** 0.875(0.014)** 0.007(0.006)
6 0.188(0.012)** 0.787(0.015)** 0.025(0.008)**

24 0.188(0.012)** 0.787(0.015)** 0.025(0.008)**

￦/$
0 0.051(0.010)** 0.343(0.050)** 0.606(0.051)
6 0.117(0.011)** 0.327(0.049)** 0.327(0.049)**

24 0.117(0.011)** 0.327(0.049)** 0.327(0.049)**

'09.07.01
-

'12.12.14

KOSPI
0 0.087(0.002)** 0.900(0.007)** 0.012(0.006)*

6 0.260(0.003)** 0.720(0.010)** 0.020(0.009)*

24 0.260(0.003)** 0.720(0.010)** 0.020(0.009)*

￦/$
0 0.061(0.002)** 0.178(0.026)** 0.761(0.026)**

6 0.201(0.003)** 0.173(0.026)** 0.626(0.026)**

24 0.201(0.003)** 0.173(0.026)** 0.626(0.026)**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표시.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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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계열 추이

            다우존스지수                      다우존스지수 변화율(%)

   

   ’90.03.02         ’98.08.18          ’07.01.25   ’12.12.14             ’90.03.02         ’98.08.18          ’07.01.25   ’12.12.14   

                코스피                            코스피 변화율(%)

   

   ’90.03.02         ’98.08.18          ’07.01.25   ’12.12.14             ’90.03.02         ’98.08.18          ’07.01.25   ’12.12.14   

             원/달러환율                       원/달러환율 변화율(%)

   

   ’90.03.02         ’98.08.18          ’07.01.25   ’12.12.14             ’90.03.02         ’98.08.18          ’07.01.25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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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누적충격반응곡선(전체기간: 1990.03.02-2012.12.14)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그림 3> 누적충격반응곡선(외환위기 이전 기간: 1990.03.02-1997.09.30)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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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누적충격반응곡선(외환위기기간: 1997.10.01-1998.12.28)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그림 5> 누적충격반응곡선(외환위기 이후 기간: 1999.01.04.-2007.07.31)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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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누적충격반응곡선(글로벌금융위기기간: 2007.08.01.-2009.06.30)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그림 7> 누적충격반응곡선(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07.01-2012.12.14)

                   
  → KOSPI                                           

  → won/$

     

                    
  → KOSPI                                           

  → won/$

     

   
                    

 → KOSPI                                          
 →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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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와 의 추이(전체기간: 1990.03.02-2012.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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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2×


              +                              +                               + 

             0×

                        1.819×


                       -0.294×



              +                              +                               +  

            0×

                         0.116×


                      0.8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