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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추정방법과 GMM을 이용하여 원/달러환율과 KOSPI가 동시

기에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부스트랩 방법을 통한 

GMM 추정결과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원/달러환율은 대략 0.211% 

정도 하락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KOSPI는 4.725% 정

도 상승한다. 외생변수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정결과

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원/달러환율과 KOSPI의 충격이 상대방 변수에 미치는 전

반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효과의 크기가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 반으로 축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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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주가와 환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접근법(traditional approach)과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의 2가지 견

해가 있다. 이는 학자에 따라 미시이론적 접근법과 거시이론적 접근법(Absalla and 

Murinde, 1997), 또는 유량(flow)지향적 모형과 저량(stock)지향적 모형(Ajayi, 

Friedman, and Mehdian, 1998)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환율변

화가 경상수지변화를 통해 기업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환율

상승은 수출을 촉진시켜 수출 또는 수입대체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들 기업

들의 평균주가를 상승시키는 반면 수입을 감소시켜 수입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과 그 기업의 주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수입기

업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한편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

은 주가변화가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에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주가는 실

물경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상승은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자

율을 상승시켜 금융자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는 자본유입 등 투자자의 포트

폴리오 조정을 통해 환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주가와 환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VAR 또는 ECM 모형들을 이용하여 주가와 환율과의 인

과관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Granger, Huang, 

and Yang(2000)은 외환위기 직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은 전통적인 접근법을 

따르는 반면 필리핀은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은 환율과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나 인도네시

아와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ranger, Huang, and 

Yang(2000)을 포함한 대부분 연구들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충격이나 내생변수간에 발생하는 동시기에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분

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근영(2003)은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VAR 

모형을 이용해 내생적인 분기점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외생변수로서 세계적인 변

수와 지역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축약

형 VAR 모형을 통해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고려하기 때문에 주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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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동시기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분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

수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제3의 공통충격변수와 함께 주가와 환율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추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피하거나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들 변수간의 동시기

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

장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을 분석한 Rigobon and Sack(2003)과 통화정책이 자산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Rigobon and Sack(2004)을 바탕으로 선진국 금융시장을 

고려한 보다 정치화된 분석방법을 통해 KOSPI와 원/달러환율이 같은 시점에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통적인 접근법과 포트폴리오 접

근법의 주장의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

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주가와 환율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한다. 

제Ⅲ절에서는 주가와 환율의 상호작용에 관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이분산성에 근거

한 추정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절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 다음 비선형

추정방법과 GMM을 이용하여 구조형 VAR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을 추정한다. 

제Ⅴ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연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환율과 주가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관한 연구로 

Aggarwal(1981), Roll(1992), Soenen and Hennigar(1988), Bahmani-Oskooee and 

Sohrabian(1992), Chow, Lee, and Solt(1997)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Jorion(1990, 1991), Bodnar and Gentry(1993), Amihud(1994), Bartov and 

Bodnar(1994) 등은 환율과 미국 다국적기업의 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

다. 일본에 관한 연구로는 Hamao(1988), Brown, and Otsuki(1990), H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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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1998), Choi, Hiraki, and Takezawa(1998) 등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실증적 

분석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Ajayi and Mougoue(1996)와 Nieh 

and Lee(2001)가 각각 선진국 8개국과 G-7 국가에 대해 환율과 주가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으며 Morley(2002)는 EU 회원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

한 연구로는 Ajayi, Friedman and Mehdian(1998), Gunduz and Hatemi-T(2002), 

Phylaktis and Ravazzolo(2000), Mansor(2000), Wu(2000) 등이 있다. 한편 미시적

인 측면에서 Dominguez and Linda(2001)은 환율이 전세계 걸쳐 있는 8개국 기업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을 분석한 연구로는 Abdalla and 

Murinde(1997), Granger, Huang and Yang(2000), Muradoglu, Metin, and 

Argac(2001)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학자의 연구로는 지호준․김영일(1999), 이근영

(2002, 2003), 이충언(2005)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권택호․박종원(1999), 이현

석(1999), 유일성(2000) 등이 환위험이 한국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 연구들은 외환위기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나 제3의 

변수, 예를 들어 국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

도 구조적인 모형(structural model)이 아니라 촐레스키 분해에 근거한 축약형

(reduced form) VAR 모형을 가지고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환율과 KOSPI의 이분산성을 이용하여 구조형 VAR 모형의 파라미

터와 공분산행렬을 추정함으로써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환율과 주가간의 상호작용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주된 문제점은 변수의 내생성과 

생략된 변수의 존재 여부이다. 먼저 전통적 접근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환율은 주

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정도에 따라 환율은 동시에 

주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이나 세계경제전망 등과 같은 

제3의 변수들이 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주가와 환율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방정식 체계를 통해 



- 4 -

확인될 수 있다.

                                                        (1)

식 (1)에서     ′ 이고 와 는 각각 환율변화율과 주식수익률을 나타낸다.  

또한 는 내생변수 의 과거 시차변수의 효과를, 는 거시 또는 공통충격변수 

의 과거 시차변수의 효과를 각각 표시하며 는 상수항 벡터이다. 한편 오차항 벡터 

      ′는 구조적인 충격을 표시하며 이 구조적 충격의 조건부 기대치를 0이라

고 가정한다. 또한 는 축약형 오차항 벡터가 아니라 구조형 오차항 벡터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들 교차적에 대한 조건부 기대치 또한 모든 시차수에 관계없이 0이라고 가

정한다(              ). 행렬 는 환율과 주가가 같은 시점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대각행렬의 원소를 1로 정규화시킨다. 

≡



 


 

 
                                                              (2)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먼저 식 (1)의 축약형을 도출하는데 이는 식 (1) 앞에   

을 곱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

식 (3)에서   
     

     
 이다. 또한 축약형 오차항 

벡터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4)

따라서 축약형 공분산행렬과 구조형 공분산행렬을 각각 와 라고 할 때 와 

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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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식 (5)의 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식 (6)의 경우 미지수가  ,  ,  ,   등 4개인 반면 방정식은 3개이기 때문

에 축약형 모형으로부터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를 식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추가적인 가정이나 제약조건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경제이론에 근거한 제약조건을 분석모형의 파라미터에 부과하

는 것이다. 한 예로 삼각행렬 분해기법인 촐레스키분해를 이용하는 경우 식 (6)에서 

한 개의 0인 제약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정모형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파라미터 의 부호에 제약을 주는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속해 있는 범위를 식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통적 접근법이나 포트폴리오 접근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주가와 환율간의 관계에서 명확한 장기제약조건을 발견하기 힘들며 부호제약조건

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파라미터의 크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식 (1)을 식별할 때 

발생하는 연립방정식 문제는 이러한 장기제약조건이나 부호제약조건에 의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최근 Rigobon and Sack(2003, 2004), Ehrmann, Fratzscher, and 

Rigobon(2005)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분산성에 기초한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금융변수의 공분산행렬은 이분산

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국면에 관계없이 파라미터가 일정한 반면 공분산행렬이 이분

산성을 가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식 (6)의 해를 구할 수 있

는 충분한 방정식을 가질 수 있다.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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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에서 S와 N은 각각 국면(regime)과 내생변수의 수를 표시한다. 식 (7)에서 

좌변은 축약형 공분산행렬로부터 얻은 방정식의 수를, 우변의 ×과   은 각

각 내생변수의 분산과 파라미터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 모형처럼 =2인 경우 

≥2일 때 와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한 예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

의 변경 시점을 전후로 전체표본을 둘로 나누어 2개의 축약형 공분산행렬을 얻는 경

우 다음과 같이 6개의 방정식을 갖게 된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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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만약 국면 A, B에 관계없이 와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식 (7)부터 

(12)의 6개의 방정식은  ,  , 
 , 

 , 
 , 

 로 구성된 6개의 미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주가와 환율의 공분산행렬을 4개의 상태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12개 (4×3)의 

방정식과 10개의 미지수 ( ,  , 
 , 

 , 
 , 

 , 
 , 

 , 
 , 

 )를 가지

기 때문에 과대식별이 발생하게 된다. 적률조건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Ⅳ. 실증분석결과



- 7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원/달러환율과 KOSPI는 각각 한국은행과 증권선물거래소 

자료로 각 시장의 일일 종가이다. 그 밖에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는 각각 FRB와 

야후의 자료로 다우존스지수는 종가 자료인 반면 엔/달러환율은 뉴욕시장의 정오 자

료이다. 분석기간은 1999년 1월 4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로 표본수는 1899개

이며 휴일 등의 이유로 어느 한 자료라도 이용이 불가능한 날은 표본으로부터 제외시

켰다.

    

1. 기초통계량

원/달러환율과 KOSPI가 각각 동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여

기서는 먼저 변수들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는 대수

를 취해 차분을 한 후 100을 곱해 %로 나타낸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

다. 

먼저 전체 표본기간에 걸친 원/달러환율과 KOSPI의 평균은 각각 -0.013과 0.047

로 원/달러환율은 매일 표본기간동안 평균적으로 0.013%씩 하락한 반면 KOSPI는 

0.047%씩 상승하였으나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과 KOSPI가 어느 정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엔/달

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의 평균은 각각 0.003과 0.016으로 원/달러환율과 KOSPI에 

비해 0에 가깝다.  

표준편차는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경우 0.430으로 가장 작으며 엔/달러환율 변화

율의 2/3 수준이다. 반면 KOSPI 변화율의 표준편차는 2.001로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경우보다 거의 5배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다우존스지수 변화율의 경우보다도 2배 정

도 크다. 원/달러환율은 시장의 규모가 작고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 안정적인 반면 KOSPI는 지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로 선진국 어

느 주식시장보다도 변동성이 크다.  

왜도(skewness)는 원/달러환율의 경우 양의 값으로 변화율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KOSPI, 엔/달러환율, 다우존스지수 등의 경우에는 변화율이 왼쪽

으로 기울어져 있다.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는 모두 정규분포



- 8 -

의 첨도인 3보다 큰데 주식수익률의 첨도가 상대적으로 환율변화율의 경우보다 크다. 

최고치와 최저치는 표준편차 등 다른 기초통계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OSPI의 경우가 각각 7.697과 -16.115로 절대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은 다우존스지수, 엔/달러환율, 원/달러환율 순으로 절대값이 작아진다. 

각 변수가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Ljung-Box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Q(10)는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KOSPI와 다우존스지수

의 경우 적어도 5% 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된다. 그러나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의 

경우에는 10% 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일별자료의 경우에도 환율변화율은 

주식수익률과 달리 높은 계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Q2(10)은 

제곱된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변수의 경우 제곱된 변화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하에서도 기각된다. 모든 변수의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원/달러환율과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2000년 1/4분기까지 하락하다가 2/4분기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01년 4월 4일 달러당 1365.2원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KOSPI와 KOSPI 변화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KOSPI는 2001년 이후 원/달러환율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폭도 표본기간의 전반보다 후반에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변동의 크기는 다른 변

수들에 비해 크다. <그림 5>와 <그림 6>은 엔/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 변화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달러환율은 표본기간동안 일정한 추세를 갖기보다는 상승

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엔/달러환율이 2005년 이후 원/달러환율과 달리 상승 추세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은 다우존스지수와 다우존스지수 변화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우존스지수는 미국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2002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

동폭도 표본기간의 전반보다 후반에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KOSP의 추이나 변동폭이 다우존스지수의 경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간단히 요약

하면 전체 표본기간동안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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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으며 이 현상이 원/달러환율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 크게 약화된 반면 

KOSPI의 경우는 더 강화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환율과 KOSPI는 전반적으로 마이너

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축약형 모형 추정결과 

먼저 Schwarz 기준에 따라 래그된 시차수가 1인 다음과 같은 축약형 2변수 

VAR(1) 모형이 추정된다.1)

￦    ￦  ￦￦ ￦      ￦     ￦                             (13)

    ￦ ￦                                        (14)

식 (13)과 (14)에서 ￦  와 는 각각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률(%)을 

나타낸다. <표 2>는 래그된 내생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날의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률은 각각 현재의 원/달러환율 변화율

과 KOSPI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전날의 KOSPI 

수익률은 현재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늘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내일 원/달러환율은 0.017% 하락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이 대폭 개방되어 원/

달러환율과 KOSPI가 어떤 다른 국내금융변수보다 엔/달러환율과 미국주가지수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외생변수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2변수 VAR(1) 축약형 모형을 추정한다. 시차수는 Schwarz 기준에 따라 

1로 정한다. 

￦    ￦ ￦￦ ￦     ￦    ￦￥ ￥     ￦    ￦        (15)

    ￦ ￦          ￥ ￥               (16)

1) AIC 기준에 따르는 경우 래그된 시차수가 4인데 이 경우에도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 
에 대한 추정결과는 래그된 시차수가 1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면절약상 이 

경우는 본문에 기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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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과 (16)에서 ￥  와 는 각각 엔/달러환율 변화율(%)과 다우존스지수 수익

률(%)을 표시하며 나머지 변수들은 식 (13)과 (14)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3>은 래그된 외생변수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포함된 경우의 인과관

계를 나타내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날의 원/달러환율 변화율뿐만 아니라 전

날의 KOSPI 수익률, 엔/달러환율 변화율, 다우존스지수 수익률 등이 현재의 원/달러

환율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날의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

는 경우 현재 원/달러환율은 0.058% 하락하는 반면 전날의 엔/달러환율이 1% 상승

하는 경우 현재 원/달러환율은 0.167% 상승한다. 전날의 원/달러환율보다 전날의 엔/

달러환율이 현재의 원/달러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움직이는 방향도 같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날의 KOSPI와 다우존스지수가 1% 상승하는 경우 현재의 원/달러환

율은 각각 0.017%와 0.057% 하락한다. 원/달러환율이 전날의 KOSPI보다는 전날의 

다우존스지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SPI의 경우에는 전날

의 다우존스지수가 1% 상승하는 경우 현재의 KOSPI가 0.561% 상승하는 반면 전날

의 KOSPI는 현재의 KOSPI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날의 환율도 원/달러환율

이냐 엔/달러환율이냐에 관계없이 현재의 KOSPI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비선형방법을 이용한 추정결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식 (6)의 경우 미지수가 4개인 반면 방정식은 3개이기 때

문에 축약형 공분산행렬로터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을 식별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원/달러환율과 KOSPI가 동일한 시기에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환율과 KOSPI가 각각 상승하는 기간과 하락하는 기간을 이

용하여 전체 표본기간동안 4개의 국면이 존재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원/달

러환율과 KOSPI가 상승하는 기간을 국면 A,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는 반면 KOSPI가 

하락하는 기간을 국면 B,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상승하는 기간을 국

면 C, 마지막으로 원/달러환율과 KOSPI가 모두 하락하는 기간을 국면 D로 구분한다. 

<표 4>는 A, B, C, D 4개의 각 국면에 대한 축약형 공분산행렬의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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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움직일 때보다 각각의 분산뿐만 아니라 공분산 추정치의 절대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상승하는 국면 B보다 반대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는 반면 KOSPI가 하락하는 국면 D의 경우가 각각의 분산과 공분산 추정치의 

절대값이 더욱 커진다. <표 5>는 외생변수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한 

경우에 대한 축약형 공분산행렬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

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축약형 공분산행렬의 추정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약형 공분산행렬을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하는 반면 국면에 관계없이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적어도 2개의 국면을 이용하

여 을 식별할 수 있다. 이미 식 (7)부터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인 경우 2

개의 축약형 공분산행렬을 이용해 6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방정식들이 6개의 

미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선형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률간의 동시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형 파라미터 와 각 국면별 구조형 공

분산행렬인 을 추정할 수 있다. 각 국면별 추정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의 평균은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1000개 추정치의 평균값을 나타

낸다. 즉 식 (13)과 (14)를 추정하여 을 얻은 후 이로부터 무작위추출방법을 통해  


을 구한다. 

와 파라미터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한 
을 이용하여 모형을 다시 추정

한 후 축약형 공분산행렬을 구하고 이로부터  와  를 추정한다. <표 6>의 추정결

과는 이와 같은 방법을 1000회 반복한 후 얻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승하는 기간인 국면 A와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는 반면 

KOSPI가 하락하는 기간인 국면 B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A & B)가 세 번째 열에 

나타나 있다. ￦와 ￦의 추정치의 평균은 각각 0.227과 -5.569로 이는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원/달러환율이 0.227% 하락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는 동시기의 KOSPI는 5.569% 상승함을 의미한다. 즉 국내주가상승은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음의 인과관계를 가

자는 반면 원화가치하락은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주가를 상

승시키는 양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준편차는 각각 0.021과 0.647로 이 추정치

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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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면 A와 원/달러환율과 KOSPI가 하락하는 기간인 국면 D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

과 (A & D) 또한 ￦와 ￦의 추정치의 평균은 각각 0.225와 -5.576으로 국면 A

와 B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국면 B와 C, 국면 C와 D를 이용한 경우도 위의 경

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면 A와 C를 이용한 경우와 국면 B와 D

를 이용한 경우는 추정치 부호의 방향은 일치하나 추정치 크기가 다른 경우와 차이가 

나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특히 국면 A와 C를 이용한 경우는 ￦와 ￦

의 평균 추정치의 절대값과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스트랩핑을 

1000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경우 추정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7>은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외생변수로 포함된 

경우의 추정치로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고려되지 않은 <표 6>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GMM을 이용한 추정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형 파라미터가 국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하

에서 2개의 국면만을 이용하는 경우 비선형방법을 통하여 구조형 파라미터와 공분산

행렬을 적정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하는 국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4개의 국면으로 구분된 축약형 공분산행렬

을 모두 고려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12개의 적률조건과 10개

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과대식별 문제가 발생한다. 

<표 8>은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생변수로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2변수 VAR(1) 모형의 ￦와 ￦의 추정치는 각각 0.203과 -4.360

이다. 즉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원/달러환율이 0.203% 하락하는 반

면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는 동시기의 KOSPI는 4.360% 상승하며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적이다. χ2(2)는 자유도가 2인 과대식별 제약조건을 나타내는 통계량

으로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이 조건이 기각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엔/달러환

율과 다우존스지수를 외생변수로 포함한 경우에도 ￦와 ￦의 추정치가 각각 

0.216과 -4.312로 그렇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다. 

GMM의 경우에도 비선형추정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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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을 1000회 반복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외생변수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 ￦와 ￦의 추정치의 평균(표준편

차)은 각각 0.211(0.019)과 -4.725(0.421)이다.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외생

변수로 포함한 경우에는 ￦와 ￦의 추정치 평균(표준편차)이 각각 0.215(0.018)

와 -4.683(0.405)로 그렇지 않은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서 얻은 구조형 파라미터에 대한 GMM 추정결과와 축약형 VAR(1) 모형에 대

한 OLS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형 VAR 모형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           ￦           ￦               (17)

   ￦       ￦                        (18)

위 식에서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원/달러환율이 직접적으로 0.203% 

하락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에는 KOSPI가 바로 4.360%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외생변수로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고려하는 경우의 추정결

과는 다음과 같다. 

￦       ￦          ￥          ￦      

(19)

  ￦     ￦          ￥              

(20)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식 (17)과 (18)의 추정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는 주가와 환율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반면에 축약형 모형의 파라미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물론 다른 자산가격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는 이 효과를 식별해 보기로 한다. 직접적인 효과는 파라미터 에 의해 측정되는 반

면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는   에 의해 측정된다. 즉 여기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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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환율과 KOSPI에 대한 충격이 상대방 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

은 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            ￦            (21)

     ￦            ￦           (22)

식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OSPI에 대한 1% 플러스 충격은 전반적으로 원/

달러환율을 0.108% 하락시키는데 이는 식 (17)의 직접적인 효과와 비교해 볼 때 그 

영향력이 반으로 줄어듦을 알 수 있다. 한편 식 (22)은 원/달러환율에 대한 1% 플러

스 충격이 전반적으로 KOSPI를 2.313% 상승시킴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로 직접적인 효과가 반감됨을 알 수 있다. 

외생변수로서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고려하는 경우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23)

   ￦          ￥          ￦      

   (24)

이 경우에도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식 (21)과 (22)의 추정결

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Ⅴ. 결어 및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 최근까지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원/달러환율과 

KOSPI가 같은 시기에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달러환율 변화율과 KOSPI 수익

률에 대한 축약형 VAR(1) 모형의 공분산행렬을 4개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 15 -

다음으로 국면에 관계없이 동시기의 상호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

터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축약형 모형의 공분산행렬로부터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

와 공분산행렬을 추정한다. 

비선형추정방법의 경우 2개의 국면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식별할 수 있으나 고려대

상이 되는 국면에 따라 일부 추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한편 GMM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4개의 국면을 모두 이용함에 따라 과대식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검정결과 모형

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GMM을 이용하여 동시기의 상호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형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원/달러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KOSPI는 대략 0.203% 정도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원

/달러환율은 4.360% 정도 상승한다. 생략된 변수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원/달

러환율과 KOSPI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추정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호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이들 충격이 

상대방 변수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효과의 크기가 직접적인 효과

에 비해 반으로 축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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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화율(%)의 기초통계량

원/달러환율 KOSPI 엔/달러환율 다우존스지수

평균 -0.013 0.047 0.003 0.016

(0.010) (0.046) (0.015) (0.026)

표준편차 0.430 2.001 0.656 1.128

왜도 0.229 -0.488 -0.109 -0.112

첨도 5.496 7.121 5.940 7.060

최고치 2.139 7.697 4.699 6.155

최저치 -1.912 -16.115 -2.931 -7.650

Q(10) 15.792 18.344 8.497 28.645

[0.106] [0.049] [0.580] [0.001]

Q2(10) 207.092 119.451 51.616 461.861

[0.000] [0.000] [0.000] [0.000]

주: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2) Q(k)는 변화율의 k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3) Q2(k)는 제곱된 변화율의 k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4)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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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변수 VAR(1)의 추정결과

￦ ￦￦ ￦ R2

-0.011 0.010 -0.017 0.007

(0.010) (0.023) (0.005)**

 ￦ 

0.044 -0.007 0.035 0.001

(0.046) (0.110) (0.024)

주: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2)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표 3> 2변수 VAR(1)의 추정결과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한 경우)

￦ ￦￦ ￦ ￦￥ ￦ R2

-0.012 -0.058 -0.016 0.167 -0.057 0.084

(0.009) (0.023)** (0.005)** (0.015)** (0.008)**

 ￦  ￥ 

0.036 -0.086 -0.012 0.070 0.561 0.101

(0.044) (0.109) (0.023) (0.069) (0.039)**

주: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2)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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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 추정결과

국면 원/달러환율변화율 KOSPI수익률 ￦￦  ￦

A - - 0.150 3.101 0.378

B - + 0.170 3.972 -0.508

C + + 0.148 2.857 0.335

D + - 0.254 5.764 -0.729

주: 1) 는 축약형 2변수 VAR(1) 모형의 공분산행렬.

<표 5> 의 추정결과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한 경우)

국면 원/달러환율변화율 KOSPI수익률 ￦￦  ￦

A - - 0.144 2.870 0.362

B - + 0.160 3.563 -0.463

C + + 0.126 2.721 0.330

D + - 0.233 4.963 -0.633

주: 1) 는 축약형 2변수 VAR(1) 모형의 공분산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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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면별 추정결과

국면 A & B A & C A & D B & C B & D C & D

￦
평균 0.227 6.084 0.225 0.177 0.101 0.203

표준편차 0.021 6.184 0.027 0.100 0.119 0.026

￦
평균 -5.569 -10.612 -5.576 -3.322 -3.000 -3.948

표준편차 0.647 51.864 0.653 2.065 17.252 0.529

￦￦
평균 0.601 229.359 0.598 0.161 0.165 0.529

표준편차 0.083 412.829 0.096 0.087 0.226 0.067




평균 4.593 41.770 4.600 8.634 54.655 3.216

표준편차 0.927 85.072 0.958 1.911 603.701 0.405

￦￦
평균 0.160 227.268 0.216 0.499 0.219 0.191

표준편차 0.022 399.901 0.034 0.119 0.285 0.028

￦￦
평균 13.131 59.533 16.472 3.653 62.431 11.564

표준편차 1.935 1293.562 2.565 1.901 638.465 1.416

주: 1) 와 는 각각 구조형 2변수 VAR(1)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

   2) 국면 A, B, C, D는 각각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승하는 기간, 원/달러환율이 상승하

는 반면 KOSPI가 하락하는 기간,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상승하는 기

간, 원/달러환율과 KOSPI가 하락하는 기간. 

   3)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부스트랩 방법을 통해 구한 1000개 추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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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면별 추정결과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한 경우)

국면 A & B A & C A & D B & C B & D C & D

￦
평균 0.230 4.166 0.225 0.132 0.089 0.206

표준편차 0.020 6.416 0.028 0.162 0.122 0.025

￦
평균 -5.416 -5.269 -5.375 -2.424 -1.784 -4.005

표준편차 0.618 100.325 0.632 3.181 13.296 0.414

￦￦
평균 0.556 152.196 0.548 0.191 0.158 0.490

표준편차 0.072 437.404 0.089 0.138 0.298 0.060




평균 4.027 30.696 4.022 7.485 31.437 2.864

표준편차 0.810 1553.494 0.832 2.497 322.531 0.354

￦￦
평균 0.147 153.479 0.186 0.428 0.197 0.169

표준편차 0.020 494.620 0.031 0.145 0.350 0.025

￦￦
평균 11.873 24.400 14.210 4.046 37.787 10.526

표준편차 1.727 2337.679 2.090 2.789 390.697 1.286

주: 1) 와 는 각각 구조형 2변수 VAR(1)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

   2) 국면 A, B, C, D는 각각 원/달러환율과 KOSPI가 상승하는 기간, 원/달러환율이 상승하

는 반면 KOSPI가 하락하는 기간,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KOSPI가 상승하는 기

간, 원/달러환율과 KOSPI가 하락하는 기간. 

   3)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부스트랩 방법을 통해 구한 1000개 추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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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GMM 추정결과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 안한 경우

엔/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를 

포함한 경우

￦ 0.203 (0.012)** 0.216 (0.013)**

￦ -4.360 (0.330)** -4.312 (0.299)**

￦￦ 0.094 (0.010)** 0.099 (0.010)**


 0.579 (0.063)** 0.553 (0.068)**

￦￦ 0.039 (0.004)** 0.038 (0.004)**


 3.570 (0.358)** 3.211 (0.313)**

￦￦ 0.088 (0.009)** 0.094 (0.009)**


 0.598 (0.077)** 0.518 (0.064)**

￦￦ 0.051 (0.006)** 0.052 (0.006)**


 4.367 (0.465)** 3.980 (0.414)**

(2) 0.119 [0.942] 0.135 [0.935]

주: 1) 와 는 각각 구조형 2변수 VAR(1) 모형의 파라미터와 공분산행렬.

   2)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3)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4) (2)는 자유도가 2인 과대 식별 제약조건에 대한 검정통계량.

   5)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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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달러환율의 추이          <그림 2>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추이

        

<그림 3> KOSPI 추이                 <그림 4> KOSPI 변화율(%)의 추이

        

<그림 5> 엔/달러환율의 추이           <그림 6> 엔/달러환율 변화율(%)의 추이

<그림 7> 다우존스지수의 추이         <그림 8> 다우존스지수 변화율(%)의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