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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증권업의 험 변화에 한 연구

한국 융연구원   강종만

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에 수반된 험을 반 하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변화는 학술 인 측면에서 증권투

자와 련된 험  투자성과와 련된 연구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

이다. 증권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시장변동성”)은 증권투자자 측면에서 증권

시장의 흐름을 악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요하다. 특히, 주가지수 련 상

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시장변동성의 변화를 시한다. 하지만,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시장변동성과 함께 개별주식의 

수익률 변동성에 향을 주는 요인들도 요시하며, 개별주식의 수익률 변동

성은 증권시장의 시장변동성에 향을 주는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산업과 특

정기업에 고유한 충격에 의한 향도 반 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 

변동성은 증권시장 요인, 산업 요인, 개별기업 요인 등에 의한 변동성으로 

분해할 수 있다. 

Campbell 외(2001)는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의 공분산이나 체계  험

(systematic risk)인 베타(beta)를 추정하지 않으면서도 개별주식의 수익률 변

동성을 시장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으로 분해하는 분산분해

기법(variance decomposition)을 개발하 다. Houston과 Stiroh(2006)는 

Campbell 외(2001)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미국 융회사 주식의 수익률 

변동성(기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으로 분해

하고 분해된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의 변화추세와 변동

성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Campbell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개별종목의 고유변동성은 시장부문변

동성과 업종변동성에 비해 높은 수 이고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변동성

과 시장부문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가 없다. 그러나 Houston과 Stiroh(2006)

가 미국 융업의 기  변동성을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융업의 고유

변동성은 1990년  반 이후에 감소하고, 융업에 공통된 융부문변동성

과 업종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  반 이후에 은행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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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변동성은 업종변동성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 다. 고유변동성의 변화

추세에 한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결과는 Campbell 외(2001)의 연

구결과와 상이하다. 따라서 융업에서 분해된 변동성의 증감 여부에 한 

가설에 한 검증은 보다 많은 실증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Houston과 Stiroh(2006)는 1990년  이후 융업에 공통 인 충격, 융규

제 완화, 융회사의 업무다각화 등에 의하여 융회사의 고유변동성이 기  

변동성에서 차지하는 비 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1990년  

하반기 이후 융업에 한 규제완화로 융회사 업무의 다각화와 업무 역

이 확 됨에 따라 융업종간 업무 차이가 축소되면서 개별 융회사에 고

유한 요인의 향력은 감소하고 공통요인의 향력은 증가하 다. Demsetz

와 Strahan(1997)은 은행의 고유 험 비 의 감소는 은행의 내부 인 다각화

와 규모 확 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다. 즉, 은행의 업무가 내부 으로 보다 

다각화되고 융시장의 통합에 의해 융업에 공통된 요인에 의한 충격의 

비 이 증가하면서 고유요인에 의한 충격의 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융업에서 공통 험의 비  증가는 융업에서 체제  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체제  융 험(systemic financial risk)은 융시스템에 한 충

격이 융시스템의 경제  가치 는 신뢰의 손실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정  향을 래하게 되는 험을 의미한다. 

융시스템에 한 경제  충격은 융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며 부정 인 

외부효과로 인하여 체제 인 특성을 갖는다. 한 체제  융 험은 사 에 

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은행 체에 공통된 험의 증가로 인한 

체제  험의 증가는 융 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융업에

서 공통된 험의 비 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하다.

우리나라 융업은 1990년  이후 융규제 완화, 자본시장의 외개방 확

 등 융환경의 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97년의 외환 기 이후 

융회사 간 합병 등에 의한 형화와 융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융회사의 건 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1990년  이후 융업

의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융회사의 체질개선에 따라 융업의 고유변동성, 

업종변동성, 융부문변동성 등은 크게 변화하 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융업의 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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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된 기  변동성을 분해하고 기  변동성과 분해

된 변동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변동

성 련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제 2장에서는 연구자료와 연구방법론을 설명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제 3장에 정리하고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다. 

1. 연구의 필요성  기존 연구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의 변동성에 한 학술연구는 그 요성에 비해 많

지 않은 편이다. Black(1976), Christie(1982), Duffee(1995) 등은 음(-)의 주식

수익률이 발생한 이후에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버리지 효과를 

연구하 다. Engle과 Lee(1993)는 factor ARCH 모형을 이용하여 형주식의 

고유변동성의 지속성에 하여 연구하 고, Leahy와 Whited(1996)는 주식시

장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기업투자 간의 계에 하여 

연구하 다. Roll(1992)과 Heston과 Rouwenhorst(1994)는  세계 융시장

의 변동성을 산업요인과 국가 고유요인으로 분해하고 국제투자의 분산효과

를 연구하 다. Campbell 외(2001)는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의 공분산이나 

체계  험(systematic risk)인 베타(beta)를 추정하지 않으면서도 개별주식

의 수익률 변동성을 시장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으로 분해하는 

분산분해기법(variance decomposition)을 개발하고 시장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이 변화하는 행태를 연구하 다. 

Campbell 외(2001)는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을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변동성

으로 분해하는 연구가 다음과 같은 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첫째, 

증권시장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소수의 주식만을 보유하여 투자 포트

폴리오의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재무이론에

서 권장하는 분산투자방법에 의한 투자다각화를 하지 않고 있거나, 특정기업

과의 거래 등으로 인한 보상정책에 의해 주식투자를 일부 종목으로 제한하

고 있다.1) 험분산을 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못한 개인

1) 예를 들면, 특정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은 거래유지와 관련하여 특정기업 주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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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시장변동성 변화뿐만 아니라 특정산업의 주식수익률 

변동성(“업종변동성”)과 특정기업에 고유한 주식수익률 변동성(“고유변동성”)

의 변화도 요시한다. 

둘째,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통해 주식투자 험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30개 정도의 많은 종목에 투자하여야 한다. 통 인 재무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개별종목에 고유한 험을 부분 배제하

는 분산이 매우 잘된 포트폴리오에 매우 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투자의 합성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종목의 고유

한 수익률 변동성과 개별종목의 수익률 변동성 간의 상 계에 의존한다. 

셋째, 개별종목의 가격결정 오류(mis-pricing)를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자들에게는 증권시장 체의 험을 반 하는 시장변동성보다는 개

별종목의 투자 험과 련된 고유변동성이 더욱 요하다. Shleifer와 Vishny 

(1997)의 연구 등에 의하면 개별종목의 고유변동성이 큰 경우에 주식가격결

정의 오류가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익거래자들은 고유변동성의 

변화를 더욱 요시하게 된다. 

넷째, 개별기업에 특정한 고유변동성은 투자이론의 사건연구(event study) 

등에서 매우 요하다. 특정주식의 가격에 향을 주는 특정사건과 련된 

주식의 비정상 수익률(abnormal return)의 통계  유의성은 학술 으로 증권

시장 체 는 특정산업에 한 개별주식의 상 인 수익률 변동성에 의

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주식옵션의 가격은 증권시장의 시장변동성은 물론 업종변

동성과 고유변동성을 포함한 개별주식의 수익률 변동성에 의한 향을 받는

다. 따라서 개별주식옵션가격에 한 연구는 특정업종  특정기업에서 발생

한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Schwert(1989)와 Campbell 외(2001)가 입증한 것처럼 증

권시장 지수(market index)의 수익률 변동성은 일시 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체계 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반 들이 증

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믿는 것은 아마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가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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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 폭이 확 되는 상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주

식수익률의 변동성이므로 주가 수 과는 련이 없으며 주가가 상승하더라

도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한 일반투자자들이 증권시

장 체의 변동성보다는 개별주식의 변동성 변화에 심이 커서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개

인 으로 심이 있는 개별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시장 체의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림 1>은 1992년 이후 2007년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와 

종합주가지수의 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월별로 추정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분산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종합주가지수는 경기상황에 따

라 등락하고 있지만, 1992년 이후 체 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분산은 1997년 외환 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 으나 2003년 이후에는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Schwert(1989)와 Campbell 외(2001)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 증권시

장에서도 시간흐름에 따라 주식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수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분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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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외(2001)가 미국 증권시장의 35년간 일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월별로 추정한 증권시장 변동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경기침체 

시기에는 증권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2). 한 개별종목의 고유변동성은 

시장변동성과 업종변동성에 비해 높은 수 이며, 고유변동성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종변동성과 시장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 외(2001)는 실증분석에 의해 개별주식 수익률 간의 상 계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특정주식에 한 시장모형의 설명력이 감소하는 

상을 발견하 다. 시간 경과에 따라 개별종목의 수익률 변동성은 증가하나 

증권시장 체의 수익률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상은 개별종목 수익률 

간의 상 계가 낮아지는 추세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별종목의 주식수

익률 간의 상 계가 낮아지면 개별종목의 수익률 변동성이 증가하더라도 

증권시장 체의 수익률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게 된다.

Campbell 외(2001)는 개별종목의 고유변동성 증가는 주가에 향을 주는 

미래 흐름과 할인율에 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재

무이론에 의하면 주식의 가격은 미래 흐름의 기 치를 일정한 할인율에 

의해 할인한 재가치이므로 주식가격의 변화는 미래 흐름의 기 치에 

한 충격과 할인율에 한 충격에 의한 향을 반 한다. 따라서 주식수익

률의 변동성은 흐름에 한 충격의 증가, 할인율에 한 충격의 증가, 

이러한 두 가지 충격 간의 공분산의 증가 등에 따라 변화한다.

주식가격행태에 한 랜덤워크(random walk) 모형에 의하면 주식수익률

은 측은 불가능하다. 랜덤워크 모형에서 주식가격을 결정하는 미래 기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은 상수이므로 주식수익률은 으로 미래 

흐름의 기 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Campbell(1991)에 의하면 증권시장

의 시장변동성은 주로 할인율의 변화에 기인한다. Campbell(1991)의 연구방

법과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Vuolteenaho(1999)은 실증분석에 의해 개별

종목의 흐름에 한 충격에 의한 변동성이 개별종목의 할인율에 한 

충격의 변동성의 약 2배에 달함을 발견하 다. 하지만, 흐름 충격은 할

인율 충격에 비해 개별종목 간의 상 계가 낮으므로 체 증권시장의 

2) 증권시장 침체기에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Black(1976), Christie(1982), Duffee(1995) 등의 레버리지 효

과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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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흐름 충격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력은 보다 작게 된다.

Campbell 외(2001)는 1990년  하반기까지 35년간 흐름 충격 등으로 

인한 고유변동성의 증가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집단(conglomerate)은 1980년  이후 특정산업이

나 특정업무에 문화된 기업들로 분리되었다. 과거의 기업집단에서는 기업

의 업활동이 내부 으로 다각화되어 험분산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분리되고 개별 으로 증권시장에 상장

되면서 기업의 고유 험은 각각 분리되어 내부 인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한 경 진에 한 보상체계의 변화도 기업의 고유 험 증가

에 기여하 다. 주식옵션 등에 의해 보상받는 경 진들은 단기 으로 높은 

수익을 실 하기 해 기업의 업과 련된 험을 증가시킬 유인을 갖게 

되었다. Cohen 외(2000)는 기업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의해 보상체계

로 인한 험의 증가 효과가 존재함을 입증하 다.

Campbell 외(2001)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할인율이 이질 인 투자자 그

룹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다.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

라 증권시장의 규모 확 와 함께 기 투자자들의 주식투자비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기 , 펀드 등 기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수가 많

지 않으며 상 으로 소수의 공통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기 투자자들에게 향을 주는 충격들은 증권시장에서 주

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Malkiel과 Xu(1999)는 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주식수익률 변동성과 상

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증분석에 의해 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S&P 종목

으로 구성된 업종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을 입증하 다. 그런데 기 투자자의 지분율과 주식수익률 변동성 간의 계

는 역의 인과 계에 의해 설명된다. Gompers와 Metrick(1999)에 의하면 기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고 거래가 빈번한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선호한다. 

따라서 기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호하여 기 투자자의 지분

율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간에는 상 계가 나타나는 것이다.3) 

3) 거래 증가에 따른 주식의 고유변동성 증가는 최근의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일중거래가 증가함에 따

른 주식의 고유변동성 증가현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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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ton과 Stiroh(2006)는 Campbell 외(2001)의 연구방법론과 1975년 이후 

2005년까지 미국 융회사의 주가자료를 사용하여 미국 융회사의 주식수

익률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으로 분해하 다. 

이들은 1975년 이후 30년간 미국 융회사의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의 변화추세와 비 변화를 연구하고 이러한 변동성 변화가 실

물경제와 융업에 미치는 향도 분석하 다. Houston과 Stiroh(2006)의 연

구에 의하면 융부문변동성은 1975년 이후에 꾸 히 증가하 으며, 특히, 

1998년~2002년 기간 에 격히 증가하 다. 

Houston과 Stiroh(2006)는 1998년~2002년 기간 의 주식수익률 변동성의 

격한 증가가 주로 융업에 큰 향을  공통된 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

고 주장하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융회사의 특성이 보다 유사해지고 

공통된 충격에 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융업의 공통 인 험은 증가하

다. 특히, 1990년  반 이후 융업에 한 규제완화와 융회사 의 합병

에 따라 상업은행 등 융회사의 험이 반 으로 증가하 다. 즉, 융업

의 신과 구조  변화에 따라 융업의 험이 변화하고 있으며, 1998년 이

후 융업에 한 일련의 충격으로 융업의 험은 속도로 증가한 것이

다.

개별종목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한다는 Campbell 외(2001)의 주장과 달리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에 의하면 1975년 이후 30년간 은행업의 고유

변동성은 감소하 다. 은행업의 고유변동성은 은행의 내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융시장의 발달, 회계제도의 개선, 기

업공시 확  등에 따라 외부 투자자에 한 은행경 에 한 정보의 달이 

확 되어 개별은행에 고유한 험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 은행의 험

리능력 향상,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은행경 과 련된 험에 한 인식과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개별은행에 한정된 험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에서 은행업의 업종변동성 증가에 

따라 융회사의 시장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업의 변동성

을 분해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융회사의 고유변동성은 1990년  반 이후 

감소하고 체 융업에 공통된 변동성과 특정 융업종에 고유한 업종변동

성은 증가하 다. 특히, 은행주식의 수익률 변동성은 업종변동성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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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크게 증가하 다. 

융업의 고유변동성 감소와 함께 고유변동성이 체 변동성에서 차지하

는 비 도 감소하 다. 융업의 고유변동성이 체 변동성에서 차지하는 비

은 비교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 그 비 이 낮아져 고유변동

성 변화가 체 변동성 변화에 미치는 향력은 감소하 다. Houston과 

Stiroh(2006)에 의하면 융업의 고유변동성은 1990년  이후 융부문에 공

통 인 충격, 규제완화, 융회사의 업무다각화 등에 의하여 그 비 이 축소

되고 있다. 특히, 1990년  하반기 이후 융회사에 한 규제완화로 융회

사 업무가 다각화되고 업무 역이 확 됨에 따라 융업종간의 업무 차이가 

축소되면서 개별 융회사에 고유한 요인의 향력이 감소하고 공통요인의 

향력은 증가하 다. 특히,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고유요인의 향력이 약화

되면서 상업은행의 고유변동성의 비 은 1985-1994년의 85%에서 1995-2006

년의 56%로 격히 감소하 다.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결과는 Demsetz와 Strahan(1997)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Demsetz와 Strahan(1997)은 상장된 은행지주회사의 

기업고유 험은 은행업무가 내부 으로 다각화되면서 은행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들의 연구는 융회사들이 내부 으로 

업무가 보다 다각화되고 융시장의 통합 확 에 의해 공통요인에 의한 충

격이 증가함에 따라 융회사의 고유요인에 기인한 충격의 요성은 감소하

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 융회사의 형화와 겸업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 효

과로 인하여 융회사의 고유변동성의 향력은 감소하고 업종 등 공통요인

에 의한 변동성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융규제 완

화, 융회사 간 합병, 융의 세계화, 융 신, 기술  진보 등에 힘입어 

미국의 융업은 규모 면에서 크게 성장하 고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도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융환경 변화에 따라 융업에서 공통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차지하는 비 은 속도로 증가하 다.

융업에서 공통된 요인에 기인한 험의 비  증가는 융업의 체제  

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공통된 요인에 기인한 험의 비  증가에 한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결과는 Hartmann 외(2005), De Nicol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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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st(2002), Bartram 외(2005)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 융업에

서 고유 험의 비  감소는 융회사들이 보다 형화되고 융상품과 융

시장이 보다 다양화되면서 은행들이 고유 험에 덜 노출된다는 Demsetz와 

Strahan(1997), Morgan과 Samolyk(2005) 등의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

다.

체제  융 험(systemic financial risk)은 융시스템에 한 충격이 

융시스템의 경제  가치 는 신뢰의 손실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정  향을 래하게 되는 험을 의미한다. 융시스

템에 한 경제  충격은 융시스템에 심 한 혼란을 야기하며 부정 인 

외부효과로 인하여 체제 인 특성을 갖는다. 1980년  이후 주요 선진국 은

행들의 험 리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은행업 체 으로는 보다 큰 공통

험에 직면하여 은행업의 체제  험(systemic risk)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체제  험은 사 에 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은행 체에 공통

된 험의 증가로 인한 체제  험의 증가는 융 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은행제도와 융시스템이 분산된 국가에서 체제  융 험

은 특정 융회사에서 발생한 험이 타 융회사로 이 되는 험의 이

효과(contagion effects)를 의미한다. 즉, 미국 융시장에서 체제  융 험

은 융회사 간의 부정 인 외부효과의 잠재 인 존재를 지칭한다. 하지만, 

네덜란드, 스 스 등과 같이 고도로 집 된 융시스템에서는 주요은행의 

산 자체가 체제  융 험을 야기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De Nicolo와 Kwast(2002)는 미국 형은행 주식수익률 간의 상 계를 

분석하여 융업의 체제  험이 1990년 에 증가하 음을 입증하 다. 

Hartmann 외(2005)는 미국은행과 유로지역 은행의 체제  험이 1990년

에 증가하 음을 발견하 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융시장에서 체제  험

의 증가는 주로 은행들의 합병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유로지역 융시장에

서는 각국의 은행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체제  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최근의 융시스템은 다양한 험을 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수

의 형 융회사가 이끌어가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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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들이 부담하는 험 간의 상 계가 보다 높아지면서 체 융회사

들이 부담하는 체제  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융회사의 업무가 다

각화됨에도 불구하고 융회사들이 공통된 충격에 한 노출이 증가하고 

융회사가 형화함에 따라 융업의 체제  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모

든 융회사들이 융시장 상황에 하여 유사하게 응한다면 체제  험

의 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일부 형 융회사의 몰락은 더욱 심각한 융

기를 유발하게 된다.4) 형 융회사들이 개별 으로 시스템 충격을 성공

으로 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회사들에게 공통된 충격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체 융업에서는 많은 융회사들에게 동시에 향을 주는 

체제  험에 한 노출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방법5)을 기 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업과 

증권업의 주식수익률 변동성(기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

유변동성 등으로 분해하고 이들 변동성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업, 증권업 등 융업의 기  변동성을 융부

문 요인, 업종 고유요인, 융회사 고유요인 등으로 분해함으로써 융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융회사들이 부담하는 험의 원천을 악하고 이러

한 험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자료와 연구방법론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융업의 험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업과 

증권업 주식의 수익률 변동성을 사용하고, 수익률 변동성을 요인별로 분해하

고 분해된 변동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험의 측정수단으로서 주식수익률

의 변동성은 이론 으로 험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4) 금융시장의 이러한 상황을 Rajan(2005)은 꼬리위험(tail risk)이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Rajan(2005)은 최근의 금융발전이 경기 사이클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저확률, 고비용의 금융위험인 꼬리위험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방법은 Campbell 외(2001)의 연구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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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Rajan(2005)이 주장한 것처럼 융회사의 실질 인 험은 발생 가

능성이 낮으나 막 한 손실을 래하는 꼬리 험(tail risk)이며 이러한 꼬리

험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주가와 같이 빈도(frequency)가 높은 자료를 이

용하여 추정한 변동성은 부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

산분해와 험간의 상호 계의 변화에 한 연구는 융업에서 체제  험

의 변화와 융업의 꼬리 험 부담에 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융

회사의 주가자료와 CD 리를 이용하여 개별 융회사의 일별 주식수익률

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토 로 분산분해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한국증권연구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1980년 이후 주식수익률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증권업 회가 제공하는 

CD 리 자료는 1992년 이후로 제한되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 상기간은 

두 가지 자료가 모두 가용한 1992년 이후로 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융회사 표본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은행과 

증권회사로 구성하 다. 표본기간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이다. 그런

데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구

제 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의 IMF 리체제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증

권시장은 주가가 격히 등락하는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 다. 따라서 1997년 

외환 기 이후 IMF 리체제가 융회사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변화에 미친 

향을 분석하기 하여 체 연구 상기간을 1기간(1992년 1월~1997년 10

월), 2기간(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2001년 9월~2007년 12월) 등 3개 

기간으로 나 어 기간별로 변동성의 변화 차이도 검토하 다. 

분석 상 표본을 구성한 은행과 증권회사의 표본 수와 시장가치는 <표 1>

에 정리하 다. <표 1>에서 3개 기간으로 나 어 비교하면 은행과 증권회사

의 수는 감소하 으나 시장가치는 꾸 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표본기

간  은행의 수는 최  15개, 최소 9개이고, 증권회사의 수는 최  27개, 최

소 19개이다. 1997년 외환 기 이후에 은행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실은

행들이 퇴출되어 2기간  은행 수는 9개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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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은행  증권회사의 표본 수와 시장가치

(단 : 개, 십억원)

기간

표본 수 융회사 시장가치

은행 증권회사 은행 증권회사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1기간 15 13 14.1 27 27 27.0 2,419 52 608 1,664 41 266

2기간 15 9 12.9 27 24 24.6 5,913 5 890 3,740 0.1 356

3기간 13 10 10.5 23 19 21.3 28,853 17 5,366 7,022 22 649

체기간 15 9 12.4 27 19 24.2 28,853 5 2,268 7,022 0.1 421

주: 1기간은 1992년 1월~1997년 10월, 2기간은 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은 

2001년 9월~2007년 12월이고, 체기간은 1992년 1월~2007년 12월이다. 

<그림 2> 은행업  증권업의 시장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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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과 3기간을 비교하면 은행업은 구조조정으로 숫자는 었지만 시장

가치는 증권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은행 수의 평균은 

14.1개에서 10.5개로 감소하 지만 은행의 시장가치 평균은 608십억원에서 

5,366십억원으로 7.8배 증가하 다. 증권회사 수의 평균은 27.0개에서 21.3개

로 감소하 으나 증권회사의 시장가치 평균은 266십억원에서 649십억원으로 

1.4배 증가에 그쳤다. 은행 수의 감소 비율은 증권회사와 비슷한 수 이나 

<그림 2>에서 보듯이 은행의 시장가치는 증권회사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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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러한 은행업과 증권업의 변화 차이는 외환 기 이후 은행업은 규

모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수는 감소하고 자본 이 확충되었으나, 증권업에서

는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자본  확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기인하

고 있다.

2) 연구방법론

Houston과 Stiroh(2006)은 개별종목의 주식수익률과 무 험이자율을 이용

하여 개별종목의 과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하고, 개별종목의 과수익률과 

분산을 이용하여 융업종별 과수익률과 분산, 그리고 융부문6)의 과수

익률과 분산을 추정하 다. Houston과 Stiroh(2006)의 분석방법은 월별 과

수익률과 분산을 기 으로 하고 있으며, 월별 과수익률과 분산은 개별 

융회사의 일별 주가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변동성 분해에 한 분석은 기본 으로 Houston과 Stiroh(2006)

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의 일

별 주가자료를 기  자료로 하여 개별 융회사, 융업종, 융부문 등의 

일별  월별 과수익률과 월별 분산을 추정하 다. 우선, 개별종목의 일 

주식수익률()에서 3개월 만기 CD 리()를 차감하여 개별 융회사의 

일 과수익률()을 식 (1)에 의해 계산하 다.7) 개별 융회사의 월 

과수익률()은 식 (2)에 의해 월별로 일 과수익률의 곱으로서 정의하

다. 한 개별 융회사의 일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월별로 개별 융회

사 과수익률의 월 산술평균()과 분산( 
 )을 계산하 다.8) 개별 융회

사의 t일의 시장가치(MVj,t)는 t일의 주식가격에 상장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

하고, m월의 시장가치(MVj,m)는 m월의 일 시장가치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하

다.

6) 금융부문은 모든 금융업종의 집합체이다.

7) 미국의 경우에는 단기국채금리를 무위험 이자율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단기국채금리에 대응하는 무위험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가용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3개월 CD 금리를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하였다.

8) 모든 수익률과 분산은 년 비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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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은행업( 는 증권업)의 업종별 과수익률은 은행업( 는 증권업)에 속한 

융회사의 시장가치 가 평균으로 정의하 다. 즉, 융업 i의 t일의 과수

익률()은 식 (3)에 의해 t일의 융업 i에 속한 모든 융회사의 시장가

치 가 평균이고, 융업 i의 m월의 과수익률()은 식 (4)에 의해 m월

의 융업 i에 속한 모든 융회사의 시장가치 가 평균이다. 여기에서 가

치로 사용된 융회사 j의 t일의 시장가치 비 ()은 모든 융회사의 시

장가치에 한 t일의 융회사 j의 시장가치의 비 이고, m월의 시장가치 비

()은 m월의 모든 융회사의 시장가치에 한 융회사 j의 시장가치

의 비 이다. 한 융업 i의 일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월별로 융업 i의 

과수익률의 월 산술평균()과 분산( 
 )을 계산하 다.

 = 
∈ 
 (3)

 = 
∈ 
 (4)

 =  / 
∈ 


 =  / 
∈ 


체기간과 1992년 1월~1997년 10월, 1997년 11월~2001년 8월, 2001년 9

월~2007년 12월 등 3개로 구분된 소기간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과 은행업 과수익률과 증권업 과수익률 간의 상 계 분석결과는 

<표 2>에 수록하 다. 체기간의 은행업 과수익률과 증권업 과수익률 

간의 상 계수는 68.8%이고 소기간의 상 계수도 1기간 69.7%, 2기간 68.2%, 

3기간 68.6% 등 68% 이상으로서 상 계수는 표본기간 동안에 안정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체기간의 과수익률 평균은 은행업 0.70%, 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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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로서 양의 값이나 1997년 외환 기 이 에 동남아 융시장의 불안 등

으로 인하여 국내 증권시장이 침체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1997년에 과수익

률이 하락하여 1기간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은 각각 -1.33%와 

-1.29%를 기록하 다. 하지만, 외환 기 발생 후에 락한 주식가격이 1998

년 이후에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은 2기

간에 양의 값으로 환되었다.

<표 2> 기간별 과수익률 평균  상 계수

(단 : %)

기간
과수익률 평균

상 계수
은행업 증권업

1기간 -1.33 -1.29 69.7

2기간 1.60 5.28 68.2

3기간 2.01 3.01 68.6

체기간 0.70 1.99 68.8

주: 1기간은 1992년 1월~1997년 10월, 2기간은 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은 

2001년 9월~2007년 12월이고, 체기간은 1992년 1월~2007년 12월이다.

<그림 3> 은행업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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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은행업  증권업의 과수익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각 월의 과수익률 이동평균은 이  12개월 동안의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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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을 평균한 값이다. 반 으로 은행업에 비해 험수 이 높은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이 은행업에 비해 높아 증권업이 은행업에 비해 고 험, 고

수익 업종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증권시장 침체로 1997년에 락한 주가

가 1998년 하반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함에 따라 <그림 3>에서 은행업과 증

권업의 과수익률 평균은 1999년과 2000년에 격히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은행업  증권업의 과수익률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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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은행업  증권업의 과수익률 분산의 12개월 이동평균의 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증권업의 과수익률 분산이 은행업의 

과수익률 분산에 비해 높아 반 으로 은행업에 비해 증권업의 험이 

높음을 반 하고 있다. 1997년 반 이 에는 증권시장이 비교  안정세를 

유지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수익률 분산의 12개월 이동평균은 낮은 수

을 유지하 다. 하지만, 외환 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험은 증가하 다. 

1997년 반 이 에는 0.05%의 낮은 수 을 유지하던 과수익률 분산의 12

개월 이동평균은 1997년 반 이후 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 은행업은 

0.40%에 근 하고 증권업은 0.35%를 과하는 높은 수 에 도달하 다. IMF 

리체제가 종료된 2001년 이후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됨에 따라 은



- 18 -

행업과 증권업의 과수익률 분산의 12개월 이동평균은 속도로 감소하

으며, 은행업의 과수익률 분산의 12개월 이동평균은 2005년 이후에는 

의 낮은 수 을 회복하 다. 

변동성 지표인 분산의 분해는 기본 으로 Campbell 외(2001)가 개발하고 

Houston과 Stiroh(2006)이 사용한 분산분해방법을 기 으로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일부 조정하 다. Campbell 외(2001)는 미국의  산업에 걸쳐 주식수

익률의 변동성을 시장변동성, 산업고유변동성, 기업고유변동성 등 3개 부분

으로 분해하 다. 이들이 사용한 분산분해방법의 가장 큰 장 은 개별기업과 

업종에 걸쳐 분산을 통합함으로써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베타와 공분산

을 추정하지 않고 분산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Houston과 Stiroh(2006)는 기본 으로 Campbell 외(2001)의 분산분해방법

을 사용하되 연구의 을 융부문의 변동성 변화에 두고 은행, 축은행, 

보험, 기타 융회사 등 범 하게 융부문을 정의하고 개별 융회사의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기업고유변동성 등으로 분해하 다. 

본 연구에서는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되 융부문을 

은행업과 증권업으로 한정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업과 증

권업의 변동성 변화를 연구하기 해 은행업과 증권업으로 융부문을 구성

하고 개별 융회사의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기업고유변동

성 등으로 분해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 융회사(j)의 주식수익률 분산은 

융부문(F), 융업종(i), 개별기업고유(j) 등에 의한 변동성으로 나 어진다. 

융부문의 과수익률은 식 (3)의 업종별 과수익률 계산방식과 동일한 

계산방식을 사용하 다. 융부문의 과수익률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과수

익률에 시장가치 비 을 감안하여 계산된 시장가치 가 평균 수익률로 정의

한다. 식 (5)에서 융부문의 일별 과수익률인 은 은행업의 일 과수

익률에 은행업의 시장가치 비 을 곱한 값에 증권업의 일 과수익률에 증

권업의 시장가치 비 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구한다. 마찬가지 계산방법에 

의해 식 (6)에서 융부문의 월별 과수익률인 은 은행업의 월 과

수익률에 은행업의 시장가치 비 을 곱한 값에 증권업의 월 과수익률에 

증권업의 시장가치 비 을 곱한 값을 합산한다. 업종별 시장가치 비 은 각 

업종의 시장가치가 융부문의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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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융부문의 일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월별로 융부문 과수익률의 월 

산술평균()과 분산( 
 )을 계산한다.

 = 


 (5)

 = 


 (6)

 =  / 




 =  / 




Houston과 Stiroh(2006)와 Campbell 외(2001)의 분산분해방법은 시장조정

수익률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산분해방법도 시장조정수익

률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이 사용한 시장조정수익률 모형은 단순히 업

종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산업고유요인을 합한 수익률이라는 수익률 분해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Houston과 Stiroh(2006)가 제시한 분산분해방식을 사

용하여 업종수익률은 융부문의 체 수익률과 련되므로 시장조정수익률 

모형은 식 (7)과 같으며, 은 융부문수익률과 업종수익률의 차이이다. 식 

(8)에서 
 은 융부문수익률과 업종수익률의 차이의 분산이며 

 는 식 (7)의 독립변수들의 공분산이다. 모든 분산과 공분산들은 

특정 월의 일별 찰치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7)


  

  
   (8)

업종수익률을 분해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종목수익률은 업종수익

률과 기업고유 요인에 기인한 수익률로 분해된다. 식 (9)에서 은 업종수익

률과 종목수익률의 차이이고, 식 (10)에서 
 은 업종수익률과 종목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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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의 분산이다.

   (9)


  

  
   (10)

식 (8)과 식 (10)에서 분산분해의 어려움은 오차들이 직교(orthogonal)하지 

않아 공분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Campbell 외(2001)는 종목별  

업종별로 가 함으로써 공분산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분산분해방법

을 제시하 다.9) 즉, 식 (11)에서 업종별로 시장가치에 의해 가 하고  업

종에 걸쳐 합산함으로써 융부문 변동성을 분리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 특정업종에 속한 개별종목은 식 (12)에서 시장가치에 의해 가 하고 특

정업종의  종목에 걸쳐 합산함으로써 업종 변동성을 분리할 수 있다.





  = 

  + 



   (11)


∈


  = 
  + 

∈


   (12)

식 (12)에서 좌변은 개별 융회사의 시장가치와 일치하는 확률에 의한 시

장가치 가 평균 분산으로 특정 업종에서 개별 융회사의 기 분산 값을 

반 하고 있다. 개별 융회사의 기 분산 값은 식 (12)의 우변에 있는 업종

요인과 융회사 시장가치에 의해 가 된 고유요인으로 분해된다.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 식 (11)에서 제시된 융부문 분산의 분해방법은 시장가치와 일

치하는 확률에 의한 기 치로 인식되는 업종 분산의 가 평균이 융부문 

공통요인과 시장가치에 의해 가 된 업종 고유요인을 반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로, 식 (11)과 식 (12)에서 제시된 분산분해방법은 가 평균과 

합산에 의해 공분산 항을 제거하고 있다.

분산분해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업종 분산분해방법과 종목 분산분해방법을 

종합하는 것이다. 식 (12)의 개별 융회사의 분산을 융부문에서 업종별 비

에 의해 가 하고, 체 융업에 걸쳐 합산한 값을 식 (11)에 입함으로

9) 분산분해방법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mpbell 외(2001)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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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업종과 종목의 분산분해를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식 (13)의 

분산분해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


  = 
  + 




  + 




∈


  (13)

식 (13)에서 좌변은 종목변동성의 가 평균인 기  변동성이지만, 앞에서

와 달리 종목변동성은 업종에서 종목의 비 과 융부문에서 업종의 비 에 

의해 가 되고 있다. 종목변동성의 가 평균인 기  변동성은 융부문에서 

종목이 차지하는 비 과 같은 확률에 의한 기  변동성으로 정의되는 체

인 변동성의 측정수단이다. 식 (13)에서 기  변동성은 모든 융회사에 공

통되는 요인인 
 과 융회사가 속한 산업에 고유한 요인인 




  

그리고 융회사에 고유한 요인인 



∈


 을 모두 반 하고 있

다. 따라서 식 (13)에서 좌변은 기  변동성이고 우변의 각 항들은 각각 융

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3. 실증분석 결과

1) 변동성 분해 분석

우리나라 은행업  증권업(“ 융부문”)의 기간별 과수익률 평균과 기  

변동성을 분해한 결과는 <표 3>에 수록하 다. 융부문의 과수익률 평균

은 융회사의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계산된 업종별 일 과수익률의 월 

평균을 업종별 시장가치에 의해 가  평균한 값이다. 융부문의 기  변동

성은 융부문에 속한 모든 융회사의 일 과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한 

업종별 월 분산의 시장가치 가  평균치이다. 

융부문의 체기간 과수익률 평균은 월 1.12%이며 기간별로 변동 폭

이 매우 커서 1990년  하반기 이후 증권시장의 반 인 불안정성을 반

하고 있다. 소기간별 과수익률 평균은 외환 기 이 인 1기간에는 증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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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침체 등의 향으로 -1.30%로 음의 값이고, IMF 리체제기간 동안에는 

주식가격이 회복되면서 2기간에는 월 2.99%로 매우 높았으며, 3기간에도 월 

2.21%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기간별 융부문 기  변동성의 요인별 분해

(단 : %)

기간
과수익률

평균

기  변동성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표 편차 분산 분산 비 분산 비 분산 비

1기간 -1.30 0.22 0.055 0.034 62.1 0.004 7.5 0.017 30.4

2기간 2.99 0.53 0.283 0.162 57.4 0.027 9.4 0.094 33.2

3기간 2.21 0.28 0.079 0.044 56.0 0.008 9.9 0.027 34.1

체기간 1.12 0.35 0.119 0.069 57.8 0.011 9.2 0.039 33.0

주: 1기간은 1992년 1월~1997년 10월, 2기간은 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은 

2001년 9월~2007년 12월이고, 체기간은 1992년 1월~2007년 12월이다.

IMF 리체제가 지속된 2기간에는 국내 융시장의 기본 여건이 매우 취

약해졌으며, 증권시장의 수요기반도 매우 약화되어 주식가격이 국내외 경제 

 융환경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주식투자에 수반된 험이 증가

하 다. 이에 따라 <표 3>에서 2기간의 융부문의 기  변동성(분산)은 

0.283%로 체기간의 0.119%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이다. IMF 리체제가 

종료된 이후 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면서 3기간의 융부문의 기  변

동성은 2기간의 0.283%에서 0.079%로 격히 감소하 다. 하지만, 3기간의 

융부문의 기  변동성은 1기간의 0.055%에 비해서는 높은 수 으로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반 으로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융부문의 기  변동성을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 요

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1기간 62.1%, 2기간 

57.4%, 3기간 56.0%, 체기간 57.8%로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유변

동성의 비 은 1기간 30.4%, 2기간 33.2%, 3기간 34.1%, 체기간 33.0%로서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변동성의 비 은 10% 이하로서  

1기간 7.5%, 2기간 9.4%, 3기간 9.9%, 체기간 9.2%를 차지하고 있다. 

Houston과 Stiroh(2006)에 의하면 미국 융부문의 변동성 분해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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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변동성의 비 은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21.5%이다.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를 표본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미국 융회사를 상으로 한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표본인 융회사의 특성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융시스템은 업주의를 채택하여 Houston과 Stiroh(2006)가 표본으

로 선정한 미국의 상업은행, 축은행, 보험회사, 기타 융회사 등의 업무

역은 특정 융업무로 제한되어 각 융권 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 하지

만,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인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회사는 업무의 

겸업화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진 되어 이들 융업종 간의 업무의 이질성

이 미국 융회사에 비해 작다. 따라서 개별 융회사에 고유한 요인에 의한 

고유변동성의 비 은 미국에 비해 낮고 융회사 간에 공통 인 요인인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높을 것으로 기 되며 <표 3>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3>에서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1기간 62.1%에서 3기간 56.0%로 

6.1%p 감소하고, 업종변동성과 고유변동성의 비 은 1기간에 비해 3기간에 

각각 2.4%p와 3.7%p 증가하 다. 1990년  이후 미국 융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등으로 겸업화가 확 되면서 미국 융회사 간의 이질성 차이가 축소

되고 유사성이 확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Houston과 Stiroh(2006)

에서는 1990년  반기 이후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32.6%로서 이  기

간의 14.3%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격히 증가하 다. 하지만, 우리나라 융

시장에서는 1997년 외환 기 이후 은행권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 출 

등 고유기능의 요성이 확 되면서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이질성이 증가하

여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1기간 62.1%에서 2기간 57.4%로 감소하고 고유

변동성의 비 은 30.4%에서 33.2%로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5>은 융부문의 요인별로 분해된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의 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 으로 융부문의 기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

은 1997년 이후 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 하여 격히 증가하고 IMF 

리체제기간 에는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융부문의 기  변동성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2001년 이후에는 하락하 으나 IMF 리체제기간 

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 으로 우리나라 융시장이 아직도 과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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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수 을 회복하지 못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변동성의 12개월 이

동평균과 업종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IMF 리체제기간 에 가 르게 

증가하 다. 융부문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도 IMF 리체제기간 에 

격히 증가하 지만, IMF 리체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수 으로 감소

하 다. 

<그림 5> 융부문의 요인별 변동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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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변동성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그림 6>은 융부문의 요인별로 분해된 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

을 그래 로 표시하 다. 융부문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반의 80% 수 에서 1995년 50% 로 격히 감소하 고, 고유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반의 10% 에서 1995년 40%로 격히 증가

하 다. 1997년 외환 기 이후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감소하고 고유변동

성의 비 은 증가하 으나, IMF 리체제가 지속되면서 융시장이 안정세

를 회복함에 따라 융부문변동성의 비 은 증가하고 고유변동성의 비 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고유변동성 비 의 12개

월 이동평균은 20% 에서 40%까지 증가하 다. 업종변동성 비 의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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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은 2006년까지 10% 이하의 안정 인 수 을 유지하 으나, 2007년

에 20%로 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융부문의 요인별 변동성의 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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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은행업의 기간별 과수익률 평균과 기  변동성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는 <표 4>에 수록하 다. <표 4>에서 은행업의 과수익률 평균은 체기간 

0.70%이며, 1기간 -1.33%에서 2기간 1.60%, 3기간 2.01%로 시간경과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표 4>에서 은행업의 체기간 기  변동성은 0.109%이지만, 

IMF 리체제기간인 2기간의 기  변동성은 0.266%로 매우 높은 수 이다. 

IMF 리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3기간의 은행업의 기  변동성은 2기간의 

0.266%에서 0.069%로 격히 감소하 다. 하지만, 3기간의 은행업의 기  변

동성은 1기간의 0.050%에 비해서는 높은 수 으로 은행업의 변동성은 반

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업의 기  변동성을 은행업변동성과 고유변동성으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은행업변동성의 비 은 1기간 73.3%, 2기간 67.0%, 3기간 61.3%, 

체기간 62.7% 등으로 매우 높은 수 이며, 고유변동성의 비 은 1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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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기간 33.0%, 3기간 38.7%, 체기간 37.3%를 차지하고 있다. 

Houston과 Stiroh(2006)에 의하면 미국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업변동성의 비

에 비해 고유변동성의 비 이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업변동성 

비 이 고유변동성 비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의 표본인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 은행에 비해 동질성이 높아 은행업 공통

요인 비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즉, 미국 은행들은 업지역에 

한 규제로 주(州)간 업, 지 업 등이 제한되어 은행 간의 동질성이 우

리나라 은행에 비해 낮아 고유변동성 비 이 우리나라 은행에 비해 높은 것

으로 생각된다.

<표 4> 기간별 은행업 기  변동성의 요인별 분해
(단 : %)

기간
과수익률

평균

기  변동성 은행업변동성 고유변동성

표 편차 분산 분산 비 분산 비

1기간 -1.33 0.22 0.050 0.033 73.3 0.017 26.7

2기간 1.60 0.52 0.266 0.163 67.0 0.103 33.0

3기간 2.01 0.26 0.069 0.044 61.3 0.025 38.7

체기간 0.70 0.33 0.109 0.068 62.7 0.041 37.3

주: 1기간은 1992년 1월~1997년 10월, 2기간은 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은 

2001년 9월~2007년 12월이고, 체기간은 1992년 1월~2007년 12월이다.

Houston과 Stiroh(2006)에서 미국 은행의 경우에 시간경과에 따라 은행업

변동성 비 은 증가하고 고유변동성 비 은 감소하 으나, 우리나라 은행의 

은행업변동성 비 은 감소하고 고유변동성 비 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IMF 

리체제가 종료된 2001년 9월 이후인 3기간의 고유변동성 비 은 38.7%로 

증가하 다. 은행업변동성 비 의 감소와 고유변동성 비 의 증가는 우리나

라 은행들이 1997년 외환 기 이후 은행업에 한 폭 인 융규제 완화, 

융시장 외개방 확  등으로 인하여 은행업무의 자율성이 확 되면서 은

행간 동질성이 약화되고 이질성이 확 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은행업의 기  변동성을 분해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은행의 동질성이 높

아 은행업변동성의 비 이 높고 고유변동성의 비 은 낮다. 하지만, 1997년 

외환 기 이후에는 융업에 한 규제완화와 융시장의 외개방 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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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은행의 업무확 와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이질성이 

증가하여 은행업변동성의 비 은 감소하고 고유변동성의 비 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은행업의 요인별 변동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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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변동성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그림 7>은 은행업의 요인별로 분해된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의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업의 기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융부문과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에 격히 증가하여 IMF 리체제기간 에는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하 고, 2001년 이후에는 융시장 안정에 따라 하락하

다. IMF 리체제기간 에는 융업에 한 구조조정 등의 향으로 은행

업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일시 으로 증가하기도 하 으나, 반 으로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고유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9년 상반기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5년 이후에는 외환 기 이 의 수 을 회복하

다.

은행업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그림 8>에 그래 로 

표시하 다. 은행업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80% 에서 

1995년 50% 로 격히 감소하 고, 고유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10% 후반에서 1995년 40% 로 격히 증가하 다. 은행업변동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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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7년 외환 기 이후 일시

으로 격히 등락한 도 있으나 체 으로 2007년까지 안정 으로 각각 

50% 와 40%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은행업의 요인별 변동성의 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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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표 5>는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과 기  변동성  요인별로 분해된 

변동성을 수록하 다. <표 5>에서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은 체기간 

1.99%이며, 1기간 -1.29%에서 2기간 5.28%로 상승하 고, 3기간은 3.01%로 

감소하여 기간별로 과수익률 평균의 증감 폭이 매우 크다. 증권업의 기  

변동성은 체기간은 0.141%이고, IMF 리체제기간인 2기간은 0.300%로 매

우 높은 수 이다. IMF 리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3기간의 기  변동성은 

0.116%로서 2기간의 0.300%에서 격히 감소하여 은행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1기간의 0.063%에 비해 높은 수 으로 증권업의 기  변동성

도 은행업의 기  변동성처럼 반 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증권업의 과수익률 평균(1.99%)과 기  변동성(0.141%)은 모두 은행업

의 과수익률 평균(0.70%)과 기  변동성(0.109%)에 비해 높아 증권업이 은

행업에 비해 고 험, 고수익성 융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업의 기  변동성을 증권업변동성과 고유변동성으로 분해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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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증권업변동성 비 은 1기간 74.9%, 2기간 72.2%, 3기간 69.5%, 체

기간 71.8%로 은행업변동성 비 에 비해 높은 수 이며, 고유변동성 비 은 

1기간 25.1%, 2기간 27.8%, 3기간 30.5%, 체기간 28.2%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업에서 증권업변동성 비 이 은행업변동성 비 에 비해 높은 상은 우

리나라 증권회사들이 탁 업 주의 유사성이 높은 업행태를 유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즉,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탁 업 주의 

업행태는 1997년 외환 기 이후의 융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증권업의 증권업변동성과 고유변동성의 비 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

이다.

<표 5> 기간별 증권업 기  변동성의 요인별 분해

(단 : %)

기간
과수익률

평균

기  변동성 증권업변동성 고유변동성

표 편차 분산 분산 비 분산 비

1기간 -1.29 0.24 0.063 0.047 74.9 0.016 25.1

2기간 5.28 0.55 0.300 0.217 72.2 0.083 27.8

3기간 3.01 0.35 0.116 0.081 69.5 0.035 30.5

체기간 1.99 0.37 0.141 0.101 71.8 0.040 28.2

주: 1기간은 1992년 1월~1997년 10월, 2기간은 1997년 11월~2001년 8월, 3기간은 

2001년 9월~2007년 12월이고, 체기간은 1992년 1월~2007년 12월이다.

<그림 9>은 증권업의 요인별로 분해된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의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증권업의 기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은행업의 기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 격히 증가하여 IMF 리체제기간 

에는 매우 높은 수 을 기록하 다. 하지만, 은행업과 달리 증권업의 기  

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균은 2001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에 높은 수

을 유지하 으며, IMF 리체제기간 에는 증권업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

균의 등락에 따라 격히 등락하 다. 증권업의 고유변동성의 12개월 이동평

균은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1999년 상반기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업과 달리 1990년 반에 비해 2005년 이후에도 높은 수 을 유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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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증권업의 요인별 변동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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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분산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그림 10> 증권업의 요인별 변동성의 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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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에서 표시된 각 월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은 12개월 이동평균 값이다.

<그림 10>은 증권업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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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증권업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80% 후반에서 1995년 

60% 로 격히 감소하 고, 고유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3년 

10% 반에서 1995년 40%로 격히 증가하 다. 증권업의 요인별 변동성 비

의 12개월 이동평균은 1995년 이후에 변하여 증권업의 높은 험을 유

발하는 요인의 요성도 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입증

하고 있다.

2) 변동성 추세분석

Campbell 외(2001)는 시장변동성과 업종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가 없으나 

기업에 고유한 고유변동성은 시간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Houston과 Stiroh(2006)는 미국 융회사의 기  변동성은 업종변동

성과 융부문변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Campbell 외(2001)의 연구와 달리 고유변동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런데 <그림 5>에 제시된 우리나라 융부문(은행업  증권업)의 변동

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융부문의 변동성은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환 기에 의해 융시장이 교란된 기간에는 격히 상승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융업과 련된 험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한 장기추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융부문의 변동성 추세를 분석하기 해서는 식 (14)과 같이 변동성(분

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의 변동성, 시간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식 (14)은 융부문의 변동성의 장기추세를 분석하는 식이므

로 독립변수로서 거시경제변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식 (14)에서 X는 변동

성, T는 시간(월)을 표시하고 α는 상수, ρ와 δ는 각각 기의 변동성과 시간

(월)에 한 계수로서 독립변수에 한 민감도를 표시한다.

   (14)

융부문의 변동성 추세를 분석할 경우에는 융부문에 반 으로 향

을 주는 경제  사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1997년 11월 이후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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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제기간 에는 우리나라 융시장이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융부문의 변동성이 격히 증가하 다. 따라서 융부문의 변동성 추세

를 분석할 시에는 외환 기 이후 IMF 리체제의 향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자 한다. 

Houston과 Stiroh(2006)는 회귀분석에서 이상치(outlier)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통계  방법에 의한 처리, 융업에 충

격을  사건의 분리, 융업에 충격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1990년  

하반기 이후를 연구 상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 다.10) 그런데 

3가지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통계  유의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Houston과 Stiroh(2006)의 추세분석에 의하면 융부문의 기  변동성과 

융부문변동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은행업의 기  변동성과 은행업변동성

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에 1998년 4월 이 에

는 기 변동성, 은행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한 Hartmann 외(2005) 등은 Houston과 Stiroh(2006)과 다른 연

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의 험이 증가함을 입증하 다. 

Hartmann 외(2005)는 실증분석에 의해 1990년 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의 

체제  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Gropp와 Vesala(2004)는 유럽 은

행들의 체제  험이 증가함을 입증하고, De Nicoli와 Kwast(2002)는 1990

년  하반기에 미국 은행들의 체제  험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본 연구의 연구 상 기간 에 우리나라 융시장

에 지 한 향을  표 인 사건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 기이다. 우리

나라 정부가 IMF에 구제 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 21일 이후 IMF 외채를 

조기상환한 2001년 8월 23일까지 약 4년간 우리나라 융시장은 IMF 리체

제에 의한 향을 받아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비정상 으로 증가하 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F 리체제기간인 1997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의 기간에 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부여하는 회귀분석을 추가

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즉, 식 (14)의 우변에 독립변수로서 더미변수를 추가

10) Houston과 Stiroh(200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융시장에 막 한 향을  경제  사건으로서 1987년 10월

의 증권시장 폭락, 1998년 9월과 10월의 러시아 채권의 채무불이행  LTCM 산, 2000년 3월과 4월의 나스

닥증권시장의 붕괴, 2001년 9월의 테러사건, 2002년 7월과 10월의 기업회계 부정사건1) 등이 발생하여 융시

장  융업과 련된 험이 등하 다.

11)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IMF 차입금 195억 달러 중 최종잔액 1.4억 달러를 2001년 8

월 23일에 조기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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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997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기간에 해서는 더미변수의 값을 1

로 부여하고, 이외 기간에 해서는 더미변수의 값을 0으로 정하 다.

식 (14)에 의해 융부문의 변동성이 시간흐름에 따른 추세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는 <표 6>에 정리하 다. <표 6>에서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추세분석이나 더미변수를 포함한 추세분석에서 기  변동성, 융부문변

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등 모든 종속변수의 경우에 시간변수(T)의 계

수는 유의성이 없다. 하지만, 더미변수의 계수는 모든 경우에 1% 확률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IMF 리체제기간 에는 융부문의 각종 변동성이 

증가하 음을 입증하고 있다.

<표 6> 융부문의 변동성 추세 회귀분석

종속변수

기  변동성 융부문변동성 업종변동성 고유변동성

             기본추세

Xt-1

0.70*

(13.40)

0.62*

(10.77)

0.44*

(6.71)

0.84*

(20.96)

시간(T)
-1.95E-08

(-0.02)

-1.23E-07

(-0.15)

1.24E-07

(0.65)

-6.86E-09

(-0.02)

R
2

0.48 0.38 0.19 0.70 

             더미변수 포함 추세

Xt-1

0.36*

(5.27)

0.30*

(4.37)

0.19*

(2.66)

0.63*

(11.13)

더미변수
1.38E-03*

(6,82)

8.55E-04*

(6.69)

1.67E-04*

(6.24)

2.67E-04*

(4.89)

시간(T)
4.99E-07

(0.46)

7.61E-08

(0.10)

2.28E-07

(1.31)

1.26E-07

(0.44)

R2 0.58 0.49 0.33 0.73 

주: 1. ( )안은 t 값

2. *는 1% 확률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은행업과 증권업의 변동성이 시간흐름에 따른 추세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

과는 <표 7>에 정리하 다. 은행업은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추세 

분석과 더미변수를 포함한 추세분석에서 모든 종속변수에 하여 시간변수

(T)의 계수는 유의성이 없다. 증권업은 기본추세의 경우에는 모든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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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시간변수(T)의 계수는 유의성이 없으나 더미변수를 포함한 추세분

석에서는 기  변동성과 고유변동성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5% 확률에서 시

간변수의 계수가 유의 인 양의 값이다. 따라서 증권업은 IMF 리체제기간

을 고려할 경우에 기  변동성과 고유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

로 단된다. 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융부문에 한 분석결과와 같이 모

든 경우에 1% 확률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IMF 리체제기간 에는 은

행업과 증권업의 각종 변동성이 증가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은행업과 증권업의 변동성 추세 회귀분석

은행업 증권업

종속변수 종속변수

기  변동성 은행업변동성 고유변동성 기  변동성 증권업변동성 고유변동성

             기본추세

Xt-1

0.70*

(13.50)

0.63*

(11.01)

0.75*

(15.38)

0.62*

(10.78)

0.53*

(8.54)

0.77*

(16.47)

시간(T)
-2.29E-07

(-0.20)

-1.62E-07

(-0.20)

-8.61E-08

(-0.19)

1.14E-06

(0.82)

8.65E-07

(0.71)

2.81E-07

(0.94)

R
2

0.49 0.39 0.55 0.39 0.28 0.60 

             더미변수 포함 추세

Xt-1

0.40*

(6.00)

0.31*

(4.51)

0.52*

(8.24)

0.29*

(4.20)

0.26*

(3.64)

0.52*

(8.45)

더미변수
1.23E-03*

(6.28)

8.57E-04*

(6.62)

3.94E-04*

(5.33)

1.49E-03*

(6.87)

1.14E-03*

(6.36)

2.76E-04*

(5.51)

시간(T)
2.52E-08

(0.02)

-7.41E-09

(-0.01)

1.72E-08

(0.04)

2.65E-06**

(2.08)

1.76E-06

(1.57)

6.60E-07**  

(2.31) 

R
2

0.57 0.50 0.61 0.51 0.40 0.66 

주: 1. ( )안은 t 값

2. *, **는 각각 1%, 5% 확률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식 (14)에 의한 추세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융회사의 경우와는 달

리 반 으로 우리나라 융부문과 은행업의 변동성은 시간흐름에 따라 유

의 으로 변화하는 장기추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권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융시장에 매우 큰 향을  외환 기를 고려할 경우에는 고유

변동성은 유의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  변동성도 유

의 인 증가추세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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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부문의 변동성과 경제활동 분석

Schwert(1989), Hamilton과 Lin(1986), Campbell 외(2001) 등에 의하면 경

제침체기에는 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Campbell 외(2001)는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경제활동과 상 계가 있으며 

미래 경제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Houston과 

Stiroh(2006)는 증권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융부문의 변동성이 경제

활동에 향을 주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융부문의 변동성은 체 으로 미래 경제활동을 설명할 수 없으나, 융시

장에 큰 충격이 발생한 기간에는 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미래 경

제활동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Xt=f(Xt-1,Rt-1,σ
2
t-1) (15)

우리나라 융시장은 1997년 외환 기 이후 수년간에 걸쳐 융업에 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한 2000년 이후에는 

IT 거품의 붕괴로 인하여 증권시장은 장기간 침체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융시장에서 조성된 융부문의 변동성이 경제활동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회귀분석에 의해 검토하고자 한다. 융부문의 

변동성과 경제활동에 한 회귀분석은 기본 으로 식 (15)의 함수에 의한다. 

식 (15)에서 X는 산업생산 성장률로서 월별 계 조정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이고 R은 종합주가지수 월 수익률이며 σ2
는 융부문의 기  변동성을 표시

한다. 

식 (15)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정리하 다. <표 8>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업생산 성장률은 기 산업생산 성장률과 유의

인 음의 계에 있으며, 종합주가지수 월 수익률은 체기간에는 5% 확률에

서 산업생산 성장률에 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인 

융부문의 기  변동성과 산업생산 성장률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으며 IMF 리체제기간 에도 비유의 인 연구결과는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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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체기간

상수
0.01*

(2.91)

0.01

(1.84)

0.01**

(2.35)

0.01*

(4.72)

Xt-1
-0.44*

(-3.92)

0.11

(0.76)

-0.29**

(-2.60)

-0.19*

(-2.76)

Rt-1
0.06

(1.64)

0.04

(1.68)

0.04

(1.11)

0.04**

(2.45)

σ2
t-1

-7.48

(-1.03)

-2.88

(-1.19)

-3.16

(-0.69)

-1.04

(-0.89)

R
2

0.17 0.05 0.07 0.07

따라서 미국 융회사를 상으로 연구한 Houston과 Stiroh(2006)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융부문의 변동성은 경제활동에 부정 인 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기간별 회귀분석 결과

주: 1) ( )안은 t 값

2) *, **는 각각 1%, 5% 확률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표시한다.

4. 결론

1997년 외환 기로 인한 충격으로 우리나라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조성

되었으며, 외환 기 이후의 융제도 개선과 자본시장의 외개방에 한 

융규제 완화로 우리나라 융회사에 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확 되면서 우

리나라 융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 다. 이러한 융환경 변화에 따라 

융업의 선진화가 진되었으며 융업의 고유 험, 체제  험 등이 변화

하 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회사의 험(기  변동

성)을 융회사 고유요인에 기인한 험(고유변동성)과 융업에 공통된 요

인에 의한 험( 융부문변동성, 은행업변동성, 증권업변동성 등)으로 분해하

고 분해된 험의 변화를 분석하 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융부문(은행업  증권업)의 기  변동

성과 기  변동성을 분해한 고유변동성, 업종변동성, 융부문변동성 등은 

1997년 이후 IMF 리체제기간에는 격히 증가하 고, IMF 리체제기간 

종료 후에는 감소하여 이  상태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외환 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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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 충격으로 우리나라 융업의 험은 크게 증가하 으나, 충격의 향

은 일시 인 것으로 단된다. 

한 미국의 융업에서는 기  변동성과 분해된 변동성이 시간경과에 따

라 변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융부문과 은행업에서는 변

동성의 추세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외환 기 이후의 융제도 개선

과 규제완화가 융업의 험에 미친 장기 인 향은 비유의 인 것으로 

단된다.

융업의 체제  험 수 을 추정하기 해 분해된 변동성이 기  변동

성에서 차지하는 비 과 비 의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 

융업에 한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융업에서는 고유변동성의 비 이 매

우 낮고 융부문변동성의 비 이 높으며, 고유변동성 비 은 증가하는 추세

가 나타나고 있다. 고유변동성 비 이 낮아 우리나라 융업은 증권투자자 

측면에서 분산투자에 의한 험감소 효과가 작으며, 융부문변동성의 비

이 높아 융업의 체제  험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은행업과 증권업의 융업에 공통된 요인에 기인한 험은 체제  험과 

련된다. 우리나라 융업의 공통 요인에 의한 변동성 비 은 매우 높으며 

미국 융업에 비해서도 높아 우리나라 융업이 부담하는 체제  융 험

(systemic financial risk)은 높은 수 으로 단된다. 체제  융 험이 높으

면 융시스템에 한 충격이 융시스템의 경제  가치 는 신뢰의 손실

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부정  향을 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융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해 융업의 

공통요인에 기인한 험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산분해방법은 개별 융회사의 주식수익률을 통합

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융부문, 은행업, 증권업 등 업종별로 연구는 가

능하나, 개별 융회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즉, 개

별 융회사의 험을 분해하여 험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는 본 연구

의 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정책  측면에서 체 융업의 험에 한 

연구도 요하나 재 진행 인 세계 인 융 기 과정에서 개별 융회

사가 부담하는 험의 변화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개별 융

회사를 상으로 한 변동성 분해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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