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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별 원/달러환율의 표본외(out-of-sample) 예측성과를 비교분석하

였다. 표본외 예측분석 결과 일별 원/달러환율은 국내변수보다는 선진국 주가와 엔/달

러환율이나 유로/달러환율과 같은 해외변수를 통해 더 예측 가능하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200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비모수모형이나 복잡한 선형 모수모형이 간

단한 선형 모수모형보다 표본외 예측력에서 우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PE에 대한 동일성 검정과 방향예측 검정에 따르면 예측모형들이 원/달러환율에 

대한 예측오차의 크기보다는 방향예측의 정확도에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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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환 및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 이후 이미 국내주가는 미․일을 포함한 어느 다른 국가의 주가보다 크게 변동하고 

있는 반면 원/달러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원/달러환율 조차도 크게 변동하

고 있어 수출입기업이나 해외유학생을 둔 가계들이 환율예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환율의 경우 랜덤웍(random walk)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Meese and Rogoff(1983)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구조형 

모형이나 시계열 모형들을 이용해 선진국 환율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까

지 표본외 예측(out-of-sample forecasting)에서 단기에 랜덤웍 모형을 월등하게 능

가하는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1) Engel and West(2005)와 Engel, 

Mark, and West(2007) 등은 환율결정모형이 실질적으로 거의 랜덤웍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형들이 표본외 예측성과에서 랜덤웍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결

코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이전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원/달러환율

의 일일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자기회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원/달러환율의 자기회귀적인 특징은 많이 사라진 반면 해외변수에 의해 점

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즉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로 인해 엔/달러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원/달러환율이 같이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나

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주식시장이 1998년에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

되어 국내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달러가 원화로 환전됨에 따라 원/달러환율이 하락하

1) 예외적으로 Schinasi and Swamy(1989)와 Chinn(1991)은 비선형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이 제한된 조

건하에서 랜덤웍모형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Mark(1995)와 Mark and Choi(1997)은 장기균형회

귀모형이 장기 표본외 예측에서 랜덤웍모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Mark and 

Sul(2001), Groen(2005), Engel, Mark, and West(2007) 등은 패널오차수정모형이 장기예측에 우수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hinn and Meese(1995)는 장기균형회귀모형이 장기와 달리 단기에는 

랜덤웍모형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Evans and Lyons(2002)는 거시경제모형이 1년 이

하의 단기예측에서는 우수한 예측성과를 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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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인과

관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는 인과관계로 바

뀌었다(예: Granger, Huang, and Yang, 2000; 이근영, 2002). 한편 국내주가는 선진

국 주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주가가 상승하면 원/달러환율이 

하락한다. 원/달러환율의 엔/달러환율에 대한 동조화 현상은 2005년 이후 상당히 완

화된 반면 코스피의 다우존스지수에 대한 동조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엔/달러환율이나 다우존스지수와 같은 변수들이 이미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표본내(in-sample) 추정에 있어서는 원/달러환율을 잘 설명할지는 몰라도 표

본외(out-of-sample) 예측에 있어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외환 및 금융시장

에서의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

로운 정보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거 시계열 자료나 거시경제변수를 

통해 미래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환율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또는 분석기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환율관련 연구들은 

표본내 추정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본외 예측성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별 자료를 이용해 2000년대 원/달러환율의 움직임을 예

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수나 모형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원/달러환율의 

예측변수로는 선진국 환율, 국내외 주가, 금리, 유가 등이 고려되며 분석모형으로는 

모수와 비모수모형이 사용된다. 모수모형으로는 1변수 모형, 2변수 VAR(1), 2변수 

ECM(1) 등이 고려대상이며 비모수모형으로는 상대적으로 표본외 예측력이 뛰어난 

LWR(locally weighted regressions)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예측성과로서 각 모형의 

MSPE(mean square prediction error)를 랜덤웍의 MSE와 비교하고 이들 모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정한다. 또한 어느 모형 또는 설명변수가 환율의 

변화 방향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Henriksson-Merton 검정(Henriksson and 

Merton, 1981)을 통해 살펴본다. 

표본외 예측분석 결과 일별 원/달러환율은 국내변수보다는 선진국 주가나 환율과 

2) 국내연구로는 이근영(1996a, 1996b)과 최두열․설동규(1997)가 각각 원/달러환율과 엔/달러환율의 표

본외 예측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그 밖에 이윤석(2007)은 2000년도 이후의 원/달러환율 예측력을 분

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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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외변수를 통해 더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우존스지수는 2001년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모형이 모수모형이냐 또는 비모수모형이냐 하

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PE에 대한 동일성 검정과 

Henriksson-Merton 방향예측검정에 따르면 예측모형들이 원/달러환율의 예측오차보

다는 방향예측에 있어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원/달러환율의 기초통계량을 포함한 

자료의 특성에 대한 논한다. 제Ⅲ절에서는 기본적인 모형과 표본외 예측방법을 논의

하고 예측력을 비교한다. 제Ⅳ절에서는 비모수모형인 LWR을 소개하고 예측력을 살펴

본다. 제Ⅴ절에서는 주요 선진국 주가와 환율로 구성된 2변수 모형의 MSPE와 랜덤

웍의 MSPE가 동일한가를 검정한다. 또한 2변수 모형의 MSPE가 세부기간별로도 동

일한가를 살펴본다. 제Ⅵ절에서는 Henriksson-Merton 검정을 통해 2변수 모형이 원

/달러환율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 우수한가를 분석한다. 

Ⅱ. 자료의 특성

<그림1>은 1999년 1월 4일부터 2009년 4월 23일에 걸친 일별 원/달러환율(종가)

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2001년 4월 4일 달러당 1367원을 기록한 

후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자본의 유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원/달러환율

은 2007년 10월 31일 900.7원을 저점으로 정책당국자의 고환율 발언과 미국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여파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원/달러환율은 3월 위기설 등의 

여파로 2008년 3월 중에 달러당 1000원을 넘어선 후 1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한

다. 그러다가 9월 위기설과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9월에 달러당 1100원을 돌파

한 후 또 다시 폭등하기 시작한다. 원/달러환율은 2009년에 들어와서도 경상수지적

자, 동유럽의 금융위기, 북한 미사일 관련 사태, 그리고 또 다른 3월 위기설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3월 2일 1575.0원을 기록한 후 2월 경상수지가 크게 

흑자를 보임에 따라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림3>의 엔/달러환율과 비교해 보면 원/달러환율이 2004년말까지 엔/달러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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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2005년부

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엔/달러환율은 상승하는 반면 원/달러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림5>는 유로/달러환율이 대략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원/달러환율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 <그림9>, <그림11>, <그림13>이 각각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니

케이지수나 항셍지수와 마찬가지로 다우존스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 주가들은 원/달러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주가들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2007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미 연방기

금금리도 주가폭락과 함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그림17>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19>의 유가는 표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폭

락하고 있다. 한국의 콜금리는 <그림1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8년 8월 이후부

터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는 원/달러환율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는데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분석기간(1999.01.04-2009.04.23)을 4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기간Ⅰ은 

1999년 1월 4일부터 엔/달러환율에 대한 원/달러환율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2004년 12월 30일까지이다. 기간Ⅱ는 원/달러환율이 엔/달러환율에 대한 

동조화 현상으로부터 이탈되는 시점인 2005년 1월 3일부터 주요국 주가가 지속적으

로 상승해 최고치에 도달했던 2007년 10월 31일까지이다. 기간Ⅲ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7년 11월 1

일부터 9월 위기설이 나돌고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8년 8월 29일까지

이다. 기간Ⅳ는 9월 위기설과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100

원을 돌파한 후 급격하게 변동하는 최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표 1>이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기간에 걸쳐 

변화율의 평균은 0.005로 매일 0.005%씩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기간

Ⅲ의 경우만 평균이 0.089로 5%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를 가진 랜덤웍(random walk with drift: RWD)보다는 추세를 갖지 않은 

랜덤웍(random walk without drift: RW)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표준편차는 기간Ⅳ

의 경우가 다른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Ⅲ의 경우가 다음으

로 표준편차가 크다. <그림2>는 원/달러환율의 변동폭이 기간Ⅳ의 경우에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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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4>, <그림6>, <그림8>, <그림10>, <그림12>, <그림

14>, <그림16>, <그림18>, <그림20>은 각 변수의 변동폭이 기간Ⅳ의 경우에 상대적

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도는 기간Ⅰ을 제외하고는 모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첨도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정규분포의 3보다 크게 나타난다. 원/달러환율의 

변동폭이 기간Ⅳ의 경우에 매우 크기 때문에 최고치와 최저치 또한 기간Ⅳ에 속해 있

다. <표 1>에서 Q(10)은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기간에 걸쳐 Q(10)은 53.896[0.000]으로 높은 계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Ⅳ에 큰 변동폭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원/달러환율 변화율이 높은 계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랜덤웍모형

보다는 자기상관모형 또는 VAR 모형 등이 보다 우수한 표본외 예측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간을 세분화시켜 보면 기간Ⅱ, 기간Ⅲ, 기간Ⅳ의 경우에는 

5% 유의수준하에서 원/달러환율이 계열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기

각되지 않는다. 

Ⅲ. 기본예측모형, 예측방법, 및 예측성과

1. 기본예측모형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환율의 표본외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한 기본모형으로 랜덤웍 

모형외에 1기의 시차를 가진 2변수 VAR(1)과 오차수정항을 고려한 1기의 시차를 가

진 2변수 ECM(1)이 고려된다. 또한 세부기간별 Ljung-Box 검정결과가 보여주는 바

와 같이 원/달러환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기의 

시차를 가진 2변수 VAR(1) 모형의 설명변수에서 원/달러환율을 제외한 모형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각각의 1기 앞 예측모형은 다음과 같다.

랜덤웍모형(R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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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가진 랜덤웍모형(RWD): 

 
                                                             (2)

VAR(1): 

 



                                          (3)

 

원/달러 제외 모형: 

 


                                                   (4)

 

ECM(1): 

 



                                  (5)

위 식에서 는 T시점에서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나타낸다. 는 T시점

에서의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율(%)을 표시한다. 로는 본 논문에서 선진국 환율

과 국내외 주가 또는 금리 등이 사용된다. 는 오차수정항을 표시한다. 

2. 예측방법

예측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먼저 표본이동방법(RO)은 1999년 1월 4

일부터 2001년 1월 17일까지의 표본자료(T=500)를 사용하여 추세를 가진 랜덤웍, 

VAR(1), 원/달러 제외 모형, ECM(1) 등을 추정한다. 그 다음 이 파리미터 추정치를 

식 (2), (3), (4), (5)에 대입함으로써 2001년 1월 18일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예측

한다. 다음에는 표본을 하나 이동시켜 1999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18일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2001년 1월 19일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예측한다. 이와 같은 방

법을 반복함으로서 2037번째에는 마지막 표본기간인 2009년 4월 23일의 원/달러환

율 변화율을 예측한다.

다음으로 표본추가방법(AD)은 1999년 1월 4일부터 2001년 1월 17일까지의 표본

자료(T=500)를 사용하여 추세를 가진 랜덤웍, VAR(1), 원/달러 제외 모형, ECM(1) 

등을 추정한 후 표본이동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1년 1월 18일의 원/달러환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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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을 예측한다. 그러나 다음에는 표본이동방법과 같이 표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

니라 초기표본인 1999년 1월 4일을 그대로 나둔 채 2001년 1월 18일까지의 자료

(T=501)를 사용하여 2001년 1월 19일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예측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서 2037번째에는 2536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마지막 표본기간인 

2009년 4월 23일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을 예측한다.  

예측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는 다음과 같은 MSPE(mean square prediction 

error)가 사용된다. 

MSPE = 
 



    
                                        (6)

식 (6)에서  와  는 각각 T+k시점에서의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실

제치와 예측치를 나타낸다.3) 

3. 예측성과 

예측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1) 1기 시차를 가진 2변수 VAR(1), (2) 설

명변수로 원/달러환율을 제외한 1기 시차를 가진 1변수 모형, (3) 1기 시차를 가진 2

변수 ECM(1) (4) 추세를 가진 랜덤웍모형(RWD) (5) 추세를 갖지 않은 랜덤웍모형

(RW) 등이 고려된다. 이미 기초통계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달러환율 변화율은 

기간에 따라 높은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나 환율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VAR 모형이 사용된다. 또한 특정 표본기간을 사용하여 표본

내 추정을 하는 경우 단위근검정이나 공적분검정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 논문처럼 

2037번의 표본내 추정을 통해 표본외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본기간에 따라 공적분

관계가 나타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예측에 있어서는 오차

수정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외에 

ECM(1)이 일괄적으로 비교된다. 한편 원/달러환율 변화율에 전체기간에 걸쳐 자기상

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또

3) MAPE(mean absolute prediction error)나 표본외 R2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예측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MSPE의 경우만을 본문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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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기간을 세분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자기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과

거의 원/달러환율이 현재의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변수로 원/달러환율을 제외하고 1기 시차를 가진 

다른 변수만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본다.

<표 2>는 모형 및 설명변수별 MSPE를 전체기간에 걸쳐 비교하고 있다. 모형별로 

보면 VAR(1)이 ECM(1)보다 대부분의 경우 MSPE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AR(1)보다는 원/달러환율을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모형의 경우가 모든 경우에 있어 

MSPE가 작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설명변수로 원/달러환율을 제외한 모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MSPE 뒤에 있는 위첨자 1, 2, 3, 4, 5는 MSPE가 작

은 순서를 나타낸다.

원/달러환율을 제외한 경우 표본이동방법(RO)에 의한 예측결과와 표본추가방법(AD)

에 의한 예측결과는 어느 변수가 설명변수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RO가 우수하기도 하

고 AD가 우수하기도 하다. 설명변수별로 보면 표본이동방법(RO)을 이용하는 경우 1

기전의 다우존스가 설명변수로 사용될 때 MSPE가 0.549로 가장 작고 다음으로는 미

연방기금금리(FFR)가 설명변수로 사용될 때 MSPE가 0.564로 예상과 달리 두 번째

로 작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엔/달러환율과 유로/달러환율의 경우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나머지 경우들은 랜덤웍(RW)보다 표본외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본추가방법(AD)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명변수로 다우존스지수, 미연방기금금

리(FFR), 유로/달러, 항셍지수 순으로 MSPE가 랜덤웍모형(RW)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우존스지수나 미연방기금금리(FFR)만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표본추가방법

(AD)보다 표본이동방법(RO)이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추세를 가진 랜덤웍 모형

(RWD)은 기초통계량에서 예상할 수 있던 바와 같이 추세를 갖지 않은 랜덤웍모형

(RW)보다 MSPE가 크다. 

요약하면 일별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원/달러환율을 포함한 주가, 금리 등 국

내금융변수들은 크게 유용하지 않은 반면 해외변수들, 특히 다우존스지수, 미연방기금

금리(FFR), 엔/달러환율, 유로/달러환율 등은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3>에서는 <표 2>에서 사용된 두 번째 방법만을 사용해 세부기간별로 

예측성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4) 기간Ⅰ(2001.01.18-2004.12.30)은 원/달러환율이 

4) 시차를 1에서 2 또는 3으로 늘리는 경우 표본외 예측성과는 전반적으로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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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환율에 동조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1기전의 엔/달러환율이 설명변수로 사용

되는 경우 MSPE가 0.25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우존스지수, 

원/달러환율, 유로달러환율 또는 코스피 순으로 MSPE가 작다. 원/달러환율이 엔/달러

환율로부터 탈동조화 되는 시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기간Ⅱ

(2005.01.03-2007.10.31)의 경우에는 유로/달러환율과 다우존스지수가 원/달러환율

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변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기부터 리먼브라더스

가 파산하기 직전인 기간Ⅲ(2007.11.01-2008.08.29)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우존스지

수가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설명변수이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여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하던 기간인 기간Ⅳ

(2008.08.29-2009.04.23)의 경우에는 다우존스지수가 가장 예측력이 뛰어나고 그 다

음으로는 미연방기금금리(FFR)가 예상 밖으로 예측력이 우수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체기간뿐만 아니라 세부기간별로도 기간구분에 관계없이 다우존

스지수가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뛰어난 설명변수이며 그 외에 기간별로는 기간

Ⅰ에는 엔/달러환율, 기간Ⅱ에는 유로/달러환율, 기간Ⅳ에는 미연방기금금리(FFR)의 

예측력이 우수하다.  

Ⅳ. LWR(locally weighted regressions) 모형

일반적으로 선진국 환율은 선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

율변화율의 첨도는 정규분포보다 크고 분포의 양쪽 꼬리 부분은 두터울 뿐만 아니라 

조건부적으로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형 시계열 모형들은 이러한 환율의 

중요한 특징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비모수 또는 비선형모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방법들은 표본

내 추정에서는 선형 모수모형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나 표본외 예측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Diebold and Nason(1990)에 의해 선진국 

환율예측에 선형 자기회귀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LWR 모형을 통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구조형 모형의 경우: Meese and 

Rose, 1991). 알려지지 않은 함수 는 LWR 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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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 (7)에서 T는 표본크기이며 는 시차를 가진 1×k 설명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t=1, 2, …, T)들을 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 
 의 순서로 나열한 후 

와 
(0≤≤1, n: (×T)의 정수부분)을  ⋯  와 

 
 ⋯ 

 (i=1, …, 

T)로 나타내면 와 와 n번째로 가까운 이웃인 
과의 거리인  

 은 다음과 같

다.

 
  

 



 
  




                                                   (8) 

 
 은 kernel 추정방법에서의 bandwidth와 유사하다. 이 경우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9)

식 (9)에서 W(․)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된다.

                                                         (10)

       ≥ 

의 에 대한 q차 다항식 회귀분석에서 의 추정을 위해     ⋯ 을 추

정해야 하는데 이는 가중치  을 가진 가중최소자승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계산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q=1인 경우가 사용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

를 따른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기간에 걸쳐 다우존스지수가 가장 예측력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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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세부기간별로는 엔/달러환율, 유로/달러환율, 코스피, 니케이지수, 항셍지수, 

미연방기금금리(FFR) 등이 우수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변수들을 조합해서 2변수 

모수모형과 LWR기법을 이용한 비모수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예측력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고려되는 2변수 모수모형의 표본내 추정결과

를 전체기간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표 4>가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가 설명변수로 사용될 때  가 0.06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의 다우존스지수가 1% 상승하면 오늘의 원/달러환율이 0.117% 하락하

는 반면 전날의 미연방기금금리(FFR)가 1% 상승하면 오늘의 원/달러환율이 0.830%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엔/달러환율이나 유로/달러환율이 다우존스지수와 같이 사용될 

때도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은 반면 다른 주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전체기간에 걸친 추정결과이기 때문에 세부기간별로는 표본내 추정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 

<표 5>는 예측치의 MSPE를 보여주고 있다. LWR의 경우 0.1부터 1까지 10개의 

를 사용해서 예측한 후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표 5>에 기술했다. 선형모형에 비해 

예측결과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고 지면이 비좁기 때문에   값은 표시하지 않았다. 대

부분의 경우 =1인 경우가 가장 우수했다.5) <표 5>에서 두 번째 칸은 1기전의 다우

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가 설명변수로 사용될 때 MSPE를 보여주고 있다. P는 선

형 모수추정방법이 사용된 경우를, N은 비모수 LWR기법이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기간(2001.01.18-2009.04.23)에 걸쳐서는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

(FFR)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MSPE가 가장 작고 다음으로는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LWR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선형추정방법을 사용

한 경우보다 우수하지 못하다. 기간Ⅰ(2001.01.18-2004.12.31)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와 엔/달러환율,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 순으로 예측력이 우수하다. 기간

Ⅱ(2005.01.03-2007.10.31)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이 설명변수로 사용되

는 경우 MSPE가 가장 작고 다음으로는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이 사용되는 경

우이다. LWR기법이 선형추정방법보다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Ⅲ

(2007.11.01-2008.08.29)에는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를 설명변수로 

LWR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Ⅳ(2008.09.01-2009.04.23)에는 동일한 변수를 설명

5) =1인 경우에도 관찰치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1인 경우가 아니라 →∞인 경우 LWR은 선형회귀

모형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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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선형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측성과가 가장 뛰어나다. 

간단히 정리하면 LWR기법이 선형추정방법보다 표본외 예측에서 전반적으로 예측력

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미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Ⅰ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 기간Ⅱ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 기간Ⅲ과 Ⅳ

에는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가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Ⅴ. MSPE의 동일성 검정

앞 절에서 비모수추정방법이 선형추정방법보다 월등히 우수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

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 절에서의 모수모형의 MSPE가 기간에 따라 동일한가를 통계

적으로 검정한다. 또한 이 모형의 MSPE와 랜덤웍모형의 MSPE가 동일한가를 분석한

다. 먼저 모수모형의 MSPE가 기간에 따라 동일한가를 살펴본다. 비교대상기간 1과 2

의 표본크기를 각각 과 (   ,   )라고 할 때 두 기간간의 MSPE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참고: Diebold and 

Mariano, 1995; Loretan and Phillips, 1992).

   


 








                                                   (11)

식 (11)에서 은 비교대상기간1과 2의 MSPE 차이를 표시하며 

은 Newey and 

West(1987, 1994) 방법에 따른 MSPE의 분산추정치이다.  는 귀무가설하에서 평

균 0과 분산 1을 가진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 6>은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우수한 표본이동방법(RO)을 통해 얻은 MSPE의 기

간별 동일성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Ⅰ과 기간Ⅲ을 비교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MSPE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적어도 5% 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된

다. 기간Ⅱ의 예측오차가 기간Ⅰ과 기간Ⅲ보다 클 뿐만 아니라 기간Ⅳ의 경우는 예측

6) nearest neighbor 추정방법이나 kernel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표본외 예측력은 LWR 추정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열등하다. 



- 13 -

오차가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으로는 위 모형의 MSPE가 랜덤웍 모형의 MSPE와 동일한가를 분석한다. 동일 

기간에 걸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식 (11)에   인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표

본이동방법(RO)을 이용한 검정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본외 예측력에서 다

우존스지수를 포함한 해외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모형들이 랜덤웍모형을 능가

하나 이 예측력의 우수성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요약하면 모형간의 예측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는 반면 원/달러환

율이 엔/달러환율로부터 탈동조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동일한 모

형을 이용한 기간별 예측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Ⅵ. Henriksson-Merton 검정

지금까지는 예측오차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는데 모형별 예측신호에 

따른 예측방향의 정확도를 따져보는 것도 정책당국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7) 따라서 여기서는 Henriksson-Merton검정(Henriksson and 

Merton, 1981)을 통해 예측방향의 정확도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실제치와 예측치가 모두 0보다 작을 조건부 확률이 

인 반면 실제치와 예측치가 모두 0보다 클 조건부 확률이 라고 가정할 때  

가 1보다 큰가를 살펴보는 Henriksson-Merton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12)

 

 
    

   

7) Engel and West(2005)는 랜덤웍과의 표본외 예측력 비교는 환율모형을 판단하는 신뢰할 만한 기준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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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에서 는 정규분포에 근접한 초기하분포를 따른다. 은 원/달러환율 변화

율의 실제치가 0보다 작을 때 예측치도 작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반면 은 실제치

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상관없이 예측치가 0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표시한다. 과 

은 각각 실제치가 0보다 작은 경우수와 표본외 예측 회수를 표시한다. 

방향예측결과는 <표 8>과 <표 9>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본이동방법(RO)을 이용한 

경우인 <표 8>을 살펴보자. 전체기간(2001.01.18-2009.04.23)의 경우 다우존스지수

와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  가 1.160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MSPE가 가장 작았던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의 경우는 

 가 1.110으로 네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

의 경우 과 가 모두 0.5 이상으로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 모두 방

향예측력이 우수한 반면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의 경우는 가 0.471

로 실제치가 0보다 클 때 방향 예측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

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의 경우에만 과 가 모두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Ⅰ(2001.01.18-2004.12.31)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와 엔/달러환율, 기간Ⅱ(2005.01.03-2007.10.31)의 경우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유

로/달러환율이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경우 방향예측이 가장 우수한데 이는 MSPE의 

경우와 유사하다. 기간Ⅲ(2007.11.01-2008.08.29)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코스피, 기간

Ⅳ(2008.09.01-2009.04.23)에는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방향예측성과가 가장 뛰어나다. 모든 경우 적어도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표 9>는 표본추가방법(AD)을 이용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표본이동

방법(RO)에 비해 볼 때 설명변수 또는 세부기간에 따라 MSPE의 경우와 달리 표본추

가방법(AD)이 우수한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전체기간(2001.01.18-2009.04.23)의 경

우를 보면 표본추가방법(AD)을 이용할 때 표본이동방법(RO)과 달리 모든 경우 과 

가 0.5 이상으로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를 모두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MSPE를 비교하는 경우 전체기간에 걸쳐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

(FFR)을 사용할 때 MSPE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율이 변동이 컸던 

기간Ⅳ(2008.09.01-2009.04.23)에 상대적으로 미연방기금금리(FFR)의 예측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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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수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방향예측결과로

부터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방향예측결과에 따르면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을 사용할 때 예측력이 가장 뛰어나며 이는 국제자본이동과 무역 측면에

서 원/달러환율이 이 두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방향예측

결과는 표본내 추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을 이용하는 경우 원/달러환율이 하락

할 때뿐만 아니라 상승할 때도 균형적으로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Ⅶ.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환율, 국내외 주가와 금리, 유가 등의 변수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별 원/달러환율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가를 살펴보

았다. 예측모형으로는 선형 모수모형과 비모수모형 등을 고려하였는데 선형 모수모형

으로는 2변수 VAR(1), 설명변수로 원/달러환율을 제외한 1변수 모형, 2변수 ECM(1) 

등을 사용하였으며 비모수모형으로는 상대적으로 표본외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

려진 LWR(locally weighted regressions)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예측성과의 평가

기준으로 예측오차의 크기와 예측방향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는데 예측오차의 크기와 

예측방향의 정확도는 각각 MSPE의 동일성 검정과 Henriksson-Merton 검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일별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원/달러환율을 포함한 주가, 금리 등 

국내금융변수들은 크게 유용하지 않은 반면 해외변수들, 특히 다우존스지수, 미연방기

금금리(FFR), 엔/달러환율, 유로/달러환율 등은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기간구분

에 관계없이 다우존스지수가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데 뛰어난 설명변수이며 기간별

로 살펴보면 기간Ⅰ(2001.01.18-2004.12.31)에는 엔/달러환율, 기간Ⅱ

(2005.01.03-2007.10.31)에는 유로/달러환율, 기간Ⅳ(2008.09.01-2009.04.23)에는 

미연방기금금리(FFR)의 예측력이 우수하다.  

한편 다우존스지수와 세부기간별로 예측력이 높은 다른 변수들로 2변수를 구성하여 

선형 모수추정방법과 비모수추정방법을 통해 원/달러환율을 예측하는 경우 기존의 연

구와 달리 LWR기법이 선형 모수추정방법보다 표본외 예측에서 전반적으로 예측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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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기간Ⅰ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엔/달

러환율, 기간Ⅱ에는 다우존스지수와 유로/달러환율, 기간Ⅲ과 Ⅳ에는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가 우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성 검정을 통해 이들 모형들의 예측력이 랜덤웍 모형(RW)보다 우수하

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살펴본 결과 모형간 예측력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는 유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달러환율이 엔/달러환율으로부터 탈

동조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동일한 모형을 이용한 기간별 예측력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MSPE를 비교하는 경우 전체기간에 걸쳐 다우존스지수와 미연방기금금리(FFR)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 MSPE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향예측결과에 따르

면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을 사용할 때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환율변동이 컸던 기간Ⅳ(2008.09.01-2009.04.23)에 상대적으로 미연

방기금금리(FFR)의 예측력이 다른 변수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국

제자본이동과 무역 측면에서 볼 때 원/달러환율이 다우존스지수와 엔/달러환율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방향예측의 결과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방향예측결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을 고려하는 경우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때뿐만 아니라 상승할 

때도 균형적으로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표본외 예측분석 결과 일별 원/달러환율은 국내변수보다는 선진국 

주가나 환율과 같은 해외변수를 통해 더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우존스지

수는 2001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을 예

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콜금리를 통한 국내 통화정책

이 일별 원/달러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표본내 추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예: 이근영, 2007). 반면 설명변수와 달리 예측모형이 

모수모형이냐 또는 비모수모형이냐 하는 것은 원/달러환율의 표본외 예측에서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PE에 대한 동일성 검정과 Henriksson-Merton 방

향예측검정에 따르면 예측모형들이 원/달러환율의 예측오차보다는 방향예측에 있어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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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체기간 기간Ⅰ 기간Ⅱ 기간Ⅲ 기간Ⅳ

’99.01.04-

’09.04.23

’99.01.04-

’04.12.30

’05.01.03-

’07.10.31

’07.11.01-

’08.08.29

’08.09.01-

’09.04.23

표본수 2538 1470 702 205 161

평균 0.005 -0.009 -0.019 0.089* 0.119

표준편차 0.715 0.501 0.396 0.599 2.155

왜도 -0.758 0.405 -0.031 -0.017 -0.654

첨도 42.203 5.733 4.674 8.890 8.054

최고치 7.887 2.327 1.547 3.149 7.887

최저치 -11.243 -2.532 -1.775 -2.729 -11.243

Q(10)
53.896

[0.000]

22.308

[0.014]

9.267

[0.507]

16.654

[0.082]

12.785

[0.236]

<표 1> 원/달러환율 변화율(%)의 기초통계량

주: 1) *은 5% 수준 하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2) Q(10)는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3)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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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VAR(1) 원/달러 제외 모형 ECM(1)

RO AD RO AD RO AD

환율

원/달러, 
엔/달러 0.5834 0.588 0.5763 0.584 0.600 0.589

원/달러, 
유로/달러 0.590 0.5824 0.5814 0.5783 0.600 0.5855

주가

원/달러, 
코스피 0.589 0.587 0.584 0.583 0.597 0.590

원/달러, 
다우존스 0.5591 0.5581 0.5491 0.5541 0.5631 0.5581

원/달러, 
니케이 0.593 0.588 0.588 0.584 0.608 0.589

원/달러, 
항셍 0.593 0.586 0.583 0.5814 0.598 0.587

금리

원/달러,
 콜 0.593 0.587 0.584 0.583 0.609 0.588

원/달러, 
CD 0.599 0.587 0.589 0.583 0.615 0.588

원/달러, 
CP 0.596 0.587 0.586 0.583 0.613 0.587

원/달러, 
회사채 0.593 0.587 0.584 0.583 0.610 0.586

원/달러, 
CMA 0.592 0.588 0.583 0.585 0.611 0.589

원/달러, 
MMF 0.595 0.586 0.586 0.582 0.612 0.587

원/달러, 
FFR 0.5722 0.5752 0.5642 0.5712 0.5904 0.5752

원/달러, 
USTB3 0.595 0.588 0.585 0.584 0.610 0.588

유가

원/달러, 
DUBAI 0.593 0.587 0.586 0.583 0.599 0.589

원/달러, 
WTI 0.595 0.587 0.586 0.583 0.601 0.590

원/달러, 
BRENT 0.595 0.586 0.586 0.582 0.601 0.589

RWD 0.5835 0.5835 0.583 0.583 0.5833 0.5834

RW 0.5823 0.5823 0.5825 0.5825 0.5822 0.5823

<표 2> 모형 및 설명변수별 MSPE 비교(전체기간)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AD: 표본추가방법에 의한 예측.

   3)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4) MSPE 뒤에 있는 위첨자 1, 2, 3, 4, 5는 순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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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변수 모형의 MSPE 비교

설명변수

전체기간 기간Ⅰ 기간Ⅱ 기간Ⅲ 기간Ⅳ

’01.01.18-

’09.04.23

’01.01.18-

’04.12.30

’05.01.03-

’07.10.31

’07.11.01-

’08.08.29

’08.09.01-

’09.04.23

RO AD RO AD RO AD RO AD RO AD

환율

원/달러 0.592 0.586 0.2653 0.2663 0.158 0.157 0.367 0.375 4.707 4.630

엔/달러 0.5763 0.584 0.2591 0.2591 0.1564 0.1563 0.367 0.382 4.5543 4.634

유로/달러 0.5814 0.5783 0.2654 0.2675 0.1451 0.1512 0.385 0.372 4.606 4.5483

주가

코스피 0.584 0.583 0.2665 0.2664 0.157 0.157 0.3634 0.3642 4.615 4.601

다우존스 0.5491 0.5541 0.2642 0.2632 0.1502 0.1511 0.3371 0.3441 4.2481 4.2991

니케이 0.588 0.584 0.268 0.268 0.157 0.157 0.3645 0.3653 4.649 4.607

항셍 0.583 0.5814 0.267 0.266 0.157 0.1565 0.365 0.3653 4.595 4.5784

금리

콜 0.584 0.583 0.268 0.268 0.158 0.157 0.3592 0.3655 4.600 4.590

CD 0.589 0.583 0.268 0.268 0.157 0.157 0.366 0.366 4.663 4.591

CP 0.586 0.583 0.268 0.268 0.157 0.157 0.366 0.366 4.628 4.590

회사채 0.584 0.583 0.268 0.268 0.157 0.157 0.366 0.366 4.599 4.585

CMA 0.583 0.585 0.270 0.270 0.158 0.158 0.366 0.367 4.5774 4.590

MMF 0.586 0.582 0.268 0.268 0.1553 0.157 0.366 0.366 4.626 4.583

FFR 0.5642 0.5712 0.267 0.267 0.158 0.157 0.365 0.365 4.3522 4.4432

USTB3 0.585 0.584 0.268 0.268 0.158 0.157 0.366 0.366 4.607 4.599

유가

DUBAI 0.586 0.583 0.268 0.268 0.157 0.157 0.3613 0.366 4.626 4.589

WTI 0.586 0.583 0.268 0.268 0.157 0.157 0.368 0.367 4.626 4.590

BRENT 0.586 0.582 0.268 0.268 0.1565 0.1563 0.368 0.368 4.619 4.583

RWD 0.583 0.583 0.268 0.268 0.157 0.157 0.365 0.366 4.584 4.584

RW 0.5825 0.5825 0.267 0.267 0.157 0.157 0.364 0.364 4.5825 4.5825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AD: 표본추가방법에 의한 예측.

   3)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4) MSPE 뒤에 있는 위첨자 1, 2, 3, 4, 5는 순위를 표시.는 순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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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변수 모형 표본내 추정결과(전체기간)

설명변수     

다우존스, 

FFR

0.007

(0.014)

-0.117

(0.010)**

0.830

(0.116)** 0.069

다우존스, 

니케이

0.005

(0.014)

-0.123

(0.011)**

0.012

(0.009)
0.051

다우존스, 

엔/달러

0.005

(0.014)

-0.127

(0.011)**

0.069

(0.020)** 0.055

다우존스, 

유로/달러

0.006

(0.014)

-0.127

(0.010)**

-0.125

(0.020)** 0.064

다우존스, 

코스피

0.005

(0.014)

-0.122

(0.011)**

0.005

(0.007)
0.050

다우존스, 

항셍

0.005

(0.014)

-0.119

(0.011)**

-0.007

(0.008)
0.051

주: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표시. 

   2) **은 1% 수준 하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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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변수 모수 및 비모수모형의 MSPE 비교

설명변수 모형

전체기간 기간Ⅰ 기간Ⅱ 기간Ⅲ 기간Ⅳ

’01.01.18-
’09.04.23

’01.01.18-
’04.12.31

’05.01.03-
’07.10.31

’07.11.01-
’08.08.29

’08.09.01-
’09.04.23

RO AD RO AD RO AD RO AD RO AD

다우존스, 
FFR

P 0.5361 0.5441 0.2645 0.2625 0.150 0.151 0.338 0.343 4.0861 4.1791

N 0.5372 0.5452 0.264 0.262 0.150 0.151 0.3331 0.3361 4.1062 4.2042

다우존스, 
니케이

P 0.553 0.555 0.265 0.264 0.1505 0.151 0.337 0.344 4.289 4.313

N 0.557 0.557 0.265 0.262 0.150 0.151 0.3364 0.3404 4.342 4.337

다우존스, 
엔/달러

P 0.5484 0.5535 0.2541 0.2541 0.1484 0.1494 0.340 0.355 4.298 4.340

N 0.554 0.555 0.2542 0.2542 0.1483 0.1483 0.340 0.351 4.371 4.366

다우존스,
유로/달러

P 0.5485 0.5463 0.2603 0.2613 0.1381 0.1432 0.350 0.347 4.298 4.2513

N 0.554 0.5484 0.2604 0.2613 0.1382 0.1421 0.350 0.345 4.363 4.2734

다우존스,
코스피

P 0.5463 0.554 0.264 0.263 0.150 0.151 0.3365 0.3435 4.2123 4.3105

N 0.551 0.555 0.265 0.263 0.150 0.1505 0.3363 0.3382 4.2805 4.323

다우존스,
항셍

P 0.551 0.554 0.265 0.263 0.150 0.151 0.337 0.343 4.2704 4.313

N 0.555 0.556 0.267 0.263 0.150 0.150 0.3352 0.3393 4.321 4.333

RW 0.582 0.582 0.267 0.267 0.157 0.157 0.364 0.364 4.582 4.582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AD: 표본추가방법에 의한 예측.

   3) P: 2변수 모수모형을 의미.

   4) N: 2변수 비모수 LWR을 의미.

   5)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6) MSPE 뒤에 있는 위첨자 1, 2, 3, 4, 5는 순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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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변수 모수모형의 MSPE에 대한 기간간의 동일성검정(RO)

설명변수

기간Ⅰ 
VS. 

기간Ⅱ

기간Ⅰ 
VS. 

기간Ⅲ

기간Ⅰ 
VS. 

기간Ⅳ

기간Ⅱ 
VS. 

기간Ⅲ

기간Ⅱ 
VS. 

기간Ⅳ

기간Ⅲ
VS. 

기간Ⅳ

                 

다우존스, 
FFR -0.113 -2.611 0.074 0.991 3.822 5.121 0.187 3.027 3.936 4.584 3.748 3.094

다우존스, 
니케이 -0.116 -2.647 0.072 0.952 4.023 5.100 0.187 3.016 4.139 4.567 3.952 3.002

다우존스, 
엔/달러 -0.106 -2.468 0.086 1.139 4.044 5.000 0.192 3.085 4.150 4.552 3.958 2.993

다우존스,
유로/달러 -0.122 -2.812 0.090 1.173 4.038 5.091 0.212 3.223 4.160 4.650 3.948 3.067

다우존스,
코스피 -0.114 -2.638 0.072 0.969 3.948 5.022 0.186 3.009 4.062 4.581 3.876 3.025

다우존스,
항셍 -0.115 -2.619 0.072 0.954 4.006 5.024 0.187 2.990 4.121 4.582 3.933 3.023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3) 은 비교대상기간간의 MSPE 차이를 표시. 

<표 7> 2변수 모수모형과 랜덤웍 모형간의 MSPE 동일성검정(RO)

설명변수

전체기간 기간Ⅰ 기간Ⅱ 기간Ⅲ 기간Ⅳ

’01.01.18-
’09.04.23

’01.01.18-
’04.12.31

’05.01.03-
’07.10.31

’07.11.01-
’08.08.29

’08.09.01-
’09.04.23

              

다우존스, 
FFR 0.046 0.191 0.004 0.080 0.007 0.247 0.027 0.186 0.497 0.256

다우존스, 
니케이 0.030 0.115 0.002 0.037 0.008 0.260 0.028 0.190 0.294 0.141

다우존스, 
엔/달러 0.035 0.134 0.013 0.287 0.009 0.330 0.025 0.171 0.285 0.138

다우존스,
유로/달러 0.034 0.132 0.007 0.156 0.019 0.704 0.014 0.096 0.284 0.141

다우존스,
코스피 0.036 0.144 0.003 0.070 0.007 0.255 0.028 0.195 0.371 0.184

다우존스,
항셍 0.031 0.122 0.003 0.054 0.007 0.256 0.028 0.189 0.312 0.153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3) 은 비교모형간의 MSE 차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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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Henriksson-Merton 검정(RO)

기간 설명변수     

전체

기간

’01.01.18

-

’09.04.23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639

0.629

0.611

0.603

0.620

0.615

0.471

0.468

0.549

0.554

0.478

0.487

1.110

1.097

1.160

1.157

1.098

1.102

6.663**

5.875**

9.328**

9.138**

5.914**

6.112**

기간

Ⅰ

’01.01.18
-

’04.12.31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583

0.580

0.581

0.548

0.559

0.552

0.475

0.482

0.572

0.568

0.499

0.513

1.058

1.062

1.154

1.116

1.058

1.065

2.352*

2.486*

5.937**

4.539**

2.339*

2.606**

기간

Ⅱ

’05.01.03
-

’07.10.31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763

0.749

0.681

0.725

0.747

0.752

0.358

0.343

0.466

0.499

0.340

0.343

1.121

1.093

1.147

1.223

1.087

1.095

4.672**

3.603**

5.219**

7.764**

3.387**

3.711**

기간

Ⅲ

’07.11.01
-

’08.08.29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568

0.583

0.619

0.524

0.595

0.560

0.628

0.620

0.603

0.595

0.645

0.645

1.211

1.203

1.222

1.119

1.240

1.204

4.128**

3.985**

4.333**

2.438*

4.616**

3.999**

기간

Ⅳ

’08.09.01
-

’09.04.23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507

0.453

0.480

0.493

0.467

0.467

0.557

0.667

0.678

0.644

0.678

0.690

1.173

1.120

1.158

1.137

1.145

1.156

2.957**

2.120*

2.729**

2.381*

2.522*

2.708**

주: 1) RO: 표본이동방법에 의한 예측. 

   2)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3) *와 **은 각각 5%와 1% 수준 하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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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Henriksson-Merton 검정(AD)

기간 설명변수     

전체

기간

’01.01.18

-

’09.04.23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564

0.592

0.575

0.596

0.593

0.595

0.511

0.508

0.567

0.557

0.517

0.518

1.075

1.100

1.142

1.154

1.109

1.112

4.529**

5.984**

8.310**

8.941**

6.506**

6.672**

기간

Ⅰ

’01.01.18
-

’04.12.31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470

0.505

0.548

0.545

0.525

0.514

0.551

0.558

0.603

0.587

0.556

0.568

1.021

1.063

1.152

1.131

1.080

1.081

0.852

2.506*

5.842**

5.104**

3.190**

3.225**

기간

Ⅱ

’05.01.03
-

’07.10.31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678

0.722

0.629

0.692

0.703

0.717

0.415

0.388

0.543

0.513

0.403

0.391

1.093

1.110

1.173

1.206

1.106

1.108

3.428**

4.123**

5.916**

7.092**

3.921**

4.021**

기간

Ⅲ

’07.11.01
-

’08.08.29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690

0.655

0.536

0.583

0.631

0.655

0.554

0.554

0.496

0.537

0.595

0.595

1.244

1.208

1.032

1.121

1.226

1.250

4.788**

4.131**

0.681

2.479*

4.404**

4.826**

기간

Ⅳ

’08.09.01
-

’09.04.23

다우존스, FFR

다우존스, 니케이

다우존스, 엔/달러

다우존스, 유로/달러

다우존스, 코스피

다우존스, 항셍

0.547

0.520

0.547

0.520

0.507

0.520

0.632

0.667

0.586

0.609

0.655

0.655

1.179

1.187

1.133

1.129

1.162

1.175

3.035**

3.160**

2.307*

2.248*

2.775**

2.981**

주: 1) AD: 표본추가방법에 의한 예측. 

   2) FFR: 미연방기금금리를 의미.

   3) *와 **은 각각 5%와 1% 수준 하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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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원/달러환율             <그림2> 원/달러환율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3>     엔/달러환율             <그림4> 엔/달러환율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5>   유로/달러환율             <그림6> 유로/달러환율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7>      코스피                 <그림8>  코스피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9>    다우존스지수             <그림10> 다우존스지수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 29 -

<그림11>     니케이지수             <그림12> 니케이지수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13>     항셍지수               <그림14> 항셍지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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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콜금리                <그림16> 콜금리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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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미연방기금금리            <그림18> 미연방기금금리 변화율(%)

'99.01.04                     '05.01.03    '07.11.01 09.04.23      '99.01.04                     '05.01.03    '07.11.01 09.04.23    

<그림19>      두바이유              <그림20> 두바이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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