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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식수익률과 환율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접근법과 포트폴리오적 접근법이 있으

며 양자 중에서 어느 접근법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현실적으로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년동안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포트

폴리오적 접근법이 전통적 접근법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간을 나누기 보다는 Bai and Perron(2003)의 구조적 변화탐색법을 

이용하여 각 소구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이후에 들어서 포트폴리

오적 접근법의 타당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의 금

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I. 서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유량적 접근법 또는 전통적 접근법으로서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자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주가에 양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Dornbusch and Fisher(1980) 는 주가란 기업의 기대 

미래현금의 현재가치이므로 환율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즉시 주가

에 반영된다고 한다. Franck and Young(1972) 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는 제한적이

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화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영

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바로 기업주가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주가의 변화가 자본이동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서 

저량적 접근법 또는 포트폴리오접근법이라고 한다. Branson et al.(1977) 는 국내주식시

장의 변동에 반응하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과효과(flow through effect)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Eiteman et 

al.(2004) 은 유동성과 금융시장의 분리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동성이 낮

은 주식시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라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은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량적접근법

의 적용에는 제도적인 특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사이의 관계에서 전통적접근법이 유효한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접근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것은 실증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화의 통계적 검증 방법(testing of structural change)을 

적용하여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사이의 인과관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인과관계의 특성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

안하여 인과관계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에서 구조적 변동여부 검증하고 구조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을 탐지한다음 각 국면 별로 외환시장-주식시장의 관계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

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구조적 변동을 찾아내는 방법론에 대해

서 살펴보고, III장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한다. IV장은 요약과 결론

이다.  



 

II. 방법론 
  

Zeileis et al.(2003)는 선형회귀모형의 구조적 변동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F-검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i : 시간 

yi : 종속변수의 관찰치 

xi : 첫 번째 열이 1인 벡터이고 k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독립변수의 행렬 

ui ~iid(0, σ2) 

 

식(1) 대한 귀무가설을 식(2)로서 모든 구조적 변동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관찰

점에 대해서 계수 동일하다는 것이다.  

 

 

 

만약 회귀계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값으로 변화하는 m개의 변동시점(breakpoints)이 

있다면 m+1개의 구간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식(1)은 식(3)과 같

이 변환된다.  

 

 

j : 구간  

Zm,n={i1,…, im} : 변동시점의 군  

i0=0, im+1=n 

 

 

 

 

(4) : 대립가설  

i0 : (k, n-k)사이의 구조적 변화시점  

 

Chow(1960)는 잠재적인 i0 의 시점이 알려져 있을 때 구조적 변화를 검증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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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통계량은 식(5)와 같다.  

 

 

 

(5)가 큰 값을 가진다면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 Fi0은 k의 자유도와 점근적

(asymptotic) χ2 분포를 가지고, F0/k는 자유도 k와 n-2k의 exact F분포를 가진다. 미리 

설정된 기간(여기서는 0.15)을 계속 추가하여 F통계치를 계산해나가면서 Chow검정을 실

시한다면 사후적으로 변화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구조적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F 통계

치의 기준선은 설정된 기간에 대하여 Fi의 기대값 또는 최소상한값(supremum)이 경계선

을 넘을 점근확률(asymptotic probability) α를 구하여 설정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론은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인 

반면 지금부터 살펴볼 방법론은 구조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탐색하는 방법론이다.  일단

지금까지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조적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는 기간별

로  βj 가 주어진 상태에서 잔차제곱합 (sum of squared residuals)을 최소화하는 시점

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Bai and Perron (2003)은 (6)과 같이 선형회귀모형 내에서 분할된 잔차제곱합의 최

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7)과 같이 이를 최소화하는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확장적 격자검색(grid search)으로 (7)에서 대역 최소값(global minimum value)

들을 찾기 위한 차수는 O(nm)이 되므로 m>2 인 경우 알고리즘의 연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벨만원칙(Bellman’s Principle)에 의

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dynamic programming algorithm)을 적용한 식(8)의 재

귀적 방법(the recursive)을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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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6)          )i1,+rss(i∑ =)SSR(Z j1-j
1+m

1j=nm,

(7        ) i,…,(i argmin=)î,…,î( m1)î,…,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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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Bloomberg에서 제공되는 일별자료로서 1990년 1월 1

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1년간의 KOSPI, 원-달러 환율, S&P500, 달러인덱스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변수들이 I(1) 과정을 따른다는 것과 KOSPI와 

원-달러 환율은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KOSPI 수익률과 원-달러 변화율 사이의 내생성이 존재하므로 VAR 모형을 채

택하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레그의 길이는 SIC기준에 의해 7로 설

정하도록 한다.  먼저 KOSPI 수익률과 원-달러 변화율에 대해서 구조적 변동 여부와 시

점을 탐지하도록 한다.  이때 외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 전 S&P500과 달러인

덱스를  VAR 모형의 외생변수로 설정하도록 한다.  

<표1>은 KOSPI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VAR 분석의 결과이고 <표2>는 원/

달러 환율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VAR분석의 결과이다.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1일의 원-달러 변화율과 t일 주식시장 수익률은 부(-)의 인과 관계를 갖는다.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접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t-1일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t일 원-달러 변화율과 부(-)의 인과 관계를 갖는다.  

즉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리고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주식시

장의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곧 1990년부터 2011년 말까

지의 전체적인 성향을 볼 때 포트폴리오적 접근법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

다.  

 

<표1>VAR 분석(종속변수: KOSPI 수익률) 

   

Defendant variable : diff_lnk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0.0001 0.0002607 0.499 0.6177 

diff_lnkt-1 0.0375 0.0145206 2.582 0.0098** 

diff_lnkt-2 -0.0279 0.0144784 -1.928 0.0539 

diff_lnkt-3 0.0141 0.0143805 0.978 0.3280 

diff_lnkt-4 -0.0073 0.0144114 -0.508 0.6115 



 diff_lnk : t일 KOSPI 수익률,  diff-lnf : t일 원-달러 환율 변화율, diff_lnsp : t-1

일 S&P 수익률, diff-lndi : t-1일 달러인덱스 변화율 * 는 10%의 유의 수준, ** 는 5%

의 유의수준, 그리고 ***는 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표2> VAR 분석(종속변수:원/달러 환율 변화율) 

diff_lnk : t일 KOSPI 수익률,  diff-lnf : t일 원-달러 환율 변화율, diff_lnsp : t-

diff_lnkt-5 -0.0439 0.014394 -3.05 0.0023** 

diff_lnkt-6 -0.0096 0.0143961 -0.668 0.5043 

diff_lnkt-7 0.0138 0.0143838 0.962 0.3363 

diff_lnft-1 -0.0962 0.0324886 -2.962 0.0031** 

diff_lnft-2 0.1369 0.0324256 4.222 0.0000*** 

diff_lnft-3 0.0553 0.0325658 1.697 0.0898 

diff_lnft-4 0.0613 0.0326227 1.878 0.0605 

diff_lnft-5 -0.0299 0.0325329 -0.92 0.3574 

diff_lnft-6 -0.1285 0.0324892 -3.954 0.0001*** 

diff_lnft-7 0.0695 0.0313425 2.218 0.0266* 

diff_lnsp 0.0195 0.0226836 0.859 0.3906 

diff_lndi -0.0796 0.0467047 -1.704 0.0884 

R2 0.01802 

Defendant variable : diff_lnf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0.000133 0.0001101 1.207 0.2274 

diff_lnkt-1 -0.10484 0.0061332 -17.094 0.0000 ***

diff_lnkt-2 0.008949 0.0061154 1.463 0.1434 

diff_lnkt-3 -0.02569 0.006074 -4.229 0.0000 ***

diff_lnkt-4 -0.00685 0.0060871 -1.125 0.2608 

diff_lnkt-5 0.006746 0.0060797 1.11 0.2672 

diff_lnkt-6 -0.00906 0.0060806 -1.49 0.1364 

diff_lnkt-7 -0.00192 0.0060754 -0.316 0.7518 

diff_lnft-1 0.082107 0.0137225 5.983 0.0000 ***

diff_lnft-2 -0.08004 0.0136959 -5.844 0.0000 ***

diff_lnft-3 -0.09344 0.0137551 -6.793 0.0000 ***

diff_lnft-4 -0.0504 0.0137792 -3.658 0.0002 ***

diff_lnft-5 -0.05007 0.0137413 -3.644 0.0002 ***

diff_lnft-6 0.100362 0.0137228 7.314 0.0000***

diff_lnft-7 0.104838 0.0132385 7.919 0.0000***

diff_lnsp -0.05586 0.0095811 -5.83 0.0000***

diff_lndi 0.109918 0.0197271 5.572 0.0000***

R2 0.1513 



1일 S&P 수익률, diff-lndi : t-1일 달러인덱스 변화율 * 는 10%의 유의 수준, ** 는 5%

의 유의수준, 그리고 ***는 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지금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적 접근법의 설득력이 더 크다는 점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전체의 기간을 소구간으로 나누어도 각

소구간에서 동일하게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소구간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적 접

근법이 성립하는 지를 보기 위해서 II장에서 살펴본 구조적 변동을 찾는 방법론을 이용

용하여 구조변화의 존재여부과 발생시점을 탐색하고 각각의 구간에서 전체구간에서의 결

과가 동일하게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KOSPI수익률에 대한 F 검정의 결과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

적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 sup.F = 80.122 이고 p값은 0.000이이어서 구

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경우에도 F 검정

의 결과를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 sup.F= 915.5368 이고, P값은 0.0000 으로서 구조적 변화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적 변동시점을 RSS와 BIC를 이용하여 탐색한 결과 KOSPI의 경우에는 <

그림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RSS에 의하면 7 개의 변화시점이 존재하고 BIC에 의하면 변

화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변화율의 경우에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RSS에 

의하면 7개의 변화시점이 존재하고 BIC에 의하면 3개의 변화시점이 존재한다.  

 

 

 

 

 

 

 

 

 

 

 

 

 

 

 

 



<그림1> F검정(종속변수: KOSPI 수익률)    

 

 
 

<그림2>F검정(종속변수: 원/달러환율변화율)    

 
 

 

 

 

 

 



<그림3> BIC, RSS검정(종속변수 : KOSPI 수익률) 

 

 
 

<그림 4> BIC, RSS검정(종속변수 : 원/달러 환율변화율) 

 

 
 

 

 

 



먼저 KOSPI 수익률에 대해서 RSS기준에 의한 7개의 구조적 변화시점에 대해서 각각 VAR

검정의 결과가 <표3>에 나타나 있다. 부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표3>에서 보듯이

1990.01.08 부터 1997.12.05 사이의 기간에는 음의 부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2월 6일부터 외환위기의 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02년 6월 20일 사이에는 양

의 부호를 보인다. 그 후로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의 부호를 보인

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동안에는 원화의 절하가 주가의 상승을 그랜저 인과하여 전통

적 접근법이 성립하였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

간에서는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전통적 접근법은 성립하지 않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표4>는 BIC기준을 사용하여 전체의 구간을 4개로 나누었을 경우 환율에 대한 주가지

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기간에 걸쳐 부(-)의 인과 관계가 나타난

다.  계수의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 전까지 

주식시장의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어가고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

나  2008년 9월9일 이후의 계수값이 이전에 비해 3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서브프

라임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를 살펴볼 때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에 의한 구조적 변동은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5>는 RSS 기준을 사용하여 전체의 구간을 8개로 나누었을 의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표4>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2008.10.16 이후 주식시장의 외환시

장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로존과는 상당히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3> RSS기준에 의해서 구한 8개의 소구간에 대한 VAR 검정( 종속변수 KOSPI 수익률) 

  (Intercept) diff_lnkt-1 diff_lnkt-2 diff_lnkt-3 diff_lnkt-4 diff_lnkt-5 diff_lnkt-6 diff_lnkt-7 diff_lnft-1

1990.01.08-

1992.05.29 
-0.0012  -0.0765  -0.0036 0.0219 0.0356 -0.1024 -0.0263  -0.0255 -0.3923 

1992.05.30-

1995.09.13 
0.0009  0.0050  0.0960 -0.0093 0.0008 -0.0025 -0.0266  -0.0308 -0.0741 

1995.09.14-

1997.12.05 
-0.0010  0.1621  -0.1526 0.0484 -0.1365 -0.0322 -0.0852  -0.1207 -0.3440 

1997.12.06-

2000.03.02 
0.0019  0.0805  -0.0267 -0.0112 -0.0048 0.0084 -0.0710  0.0992 0.0553 

2000.03.03-

2002.06.20 
-0.0007  0.0637  -0.0214 0.0040 0.0804 -0.0794 0.0708  0.0277 0.5231 

2002.06.21-

2006.08.18 
0.0008  -0.0078  -0.0479 0.0007 -0.0508 -0.0179 -0.0068  -0.0242 -0.0727 

2006.08.19-

2008.10.28 
-0.0007  0.0533  -0.0347 0.0676 0.1271 -0.0476 0.0538  0.0777 -0.3110 

2008.10.29-

2011.12.29 
0.0010  -0.1026  -0.0654 0.0139 -0.1604 -0.1175 -0.0917  0.0079 -0.1198 

 diff_lnft-2  diff_lnft-3 diff_lnft-4 diff_lnft-5 diff_lnft-6 diff_lnft-7 diff_lnsp diff_lndi   

1990.01.08-

1992.05.29 
-0.1732  0.2211  -0.0932 0.1161 0.1122 0.2104 0.1007  -0.1290  

1992.05.30-

1995.09.13 
0.1441  0.0046  -0.2864 -0.2791 -0.2714 -0.0481 0.0139  0.0409  

1995.09.14-

1997.12.05 
0.0354  -0.0692  -0.3483 -0.1157 -0.5154 -0.2457 -0.0488  0.0061  

1997.12.06-

2000.03.02 
0.2448  0.1060  0.2183 0.0463 -0.1228 0.1540 0.0649  -0.1362  

2000.03.03-

2002.06.20 
0.3263  0.0587  0.4986 -0.2229 0.2742 0.1135 -0.0428  0.2605  

2002.06.21-

2006.08.18 
-0.0627  -0.1078  -0.0676 0.1218 0.0303 0.2326 0.0913  0.1680  

2006.08-19-

2008.10.28 
0.1875  0.2634  0.1036 -0.4367 0.0952 0.3337 -0.0616  -0.1231  

2008.10.29-

2011.12.29 
-0.0049  -0.1794  -0.0778 -0.0355 -0.1192 0.0660 0.0623  -0.5104  

 

 

 

 



<표4>BIC기준에 의해서 구한 4의 소구간에 대한 VAR 검정(종속변수 원/달러 환율변화율) 

   (Intercept)  diff_lnkt-1 diff_lnkt-2 diff_lnkt-3 diff_lnkt-4 diff_lnkt-5 diff_lnkt-6 diff_lnkt-7 diff_lnft-1 

1990.01.08-1995.10.10 0.0001  -0.0093  -0.0009 0.0021  -0.0026 0.0025  -0.0055  -0.0028 -0.2401 

1995.10.11-1997.12.19 0.0004  -0.1032  0.0401  -0.0247 0.0197  0.0335  0.0152  -0.0800 0.3143  

1997.12.20-2008.09.05 -0.0001  -0.0658  -0.0284 -0.0163 -0.0028 -0.0013  -0.0080  0.0017  -0.0264 

2008.09.09-2011.12.29 0.0002  -0.3460  0.0532  -0.0960 -0.0457 0.0037  0.0293  0.0409  -0.0439 

 diff_lnft-2  diff_lnft-3 diff_lnft-4 diff_lnft-5 diff_lnft-6 diff_lnft-7  diff_lnsp  diff_lndi  

1990.01.08-1995.10.10 -0.1233  -0.0919  0.0117  -0.0534 -0.0291 -0.0289  -0.0052  -0.0016  

1995.10.11-1997.12.19 -0.0983  -0.0319  -0.4162 0.0598  0.1608  0.5510  0.0206  0.0225   

1997.12.20-2008.09.05 -0.0761  0.0143  0.0247  -0.0383 0.0985  0.0184  -0.0032  0.1094   

2008.09.09-2011.12.29 -0.0968  -0.1258  -0.0216 -0.0215 0.0686  0.0041  -0.1232  0.1442   

 

<표5> RSS기준에 의해서 구한 8 소구간에 대한 VAR 검정( 종속변수 원/달러 환율변화율) 

 (Intercept) diff_lnkt-1 diff_lnkt-2 diff_lnkt-3 diff_lnkt-4 diff_lnkt-5 diff_lnkt-6 diff_lnkt-7 diff_lnft-1 

1990.01.08-

1993.06.18 
0.0003  -0.0082  -0.0049 -0.0016 -0.0019 0.0054  -0.0040  -0.0019 -0.2607 

1993.06.19-

1995.10.10 
-0.0001 -0.0123  0.0106  0.0134  -0.0035 -0.0051 -0.0051  -0.0023 -0.2462 

1995.10.11-

1997.12.16 
0.0006  -0.0731  0.0165  0.0359  -0.0254 0.0464  -0.0052  -0.0338 0.3799  

1997.12.17-

2000.02.28 
-0.0010 -0.0852  -0.0369 -0.0287 -0.0116 0.0025  -0.0244  -0.0038 -0.0423 

2002.03.01-

2002.05.29 
0.0001  -0.0540  -0.0082 -0.0261 -0.0061 -0.0039 0.0030  0.0091  -0.0704 

2002.05.30-

2006.07.12 
-0.0002 -0.0327  -0.0322 -0.0059 -0.0200 0.0009  -0.0069  0.0035  -0.0368 

2006.07.13-

2008.10.15 
0.0006  -0.1286  0.0184  -0.0175 -0.0164 -0.0209 -0.0033  0.0141  0.1996  

2008.10.16-

2011.12.29 
0.0000  -0.3236  0.0196  -0.1050 -0.0114 0.0421  0.0452  0.0491  -0.1172 

 diff_lnft-2 diff_lnft-3  diff_lnft-4 diff_lnft-5 diff_lnft-6 diff_lnft-7 diff_lnsp  diff_lndi  

1990.01.08-

1993.06.18 
-0.1499 -0.1124  0.0032  0.0432  -0.0031 -0.0271 -0.0066  0.0007   

1993.06.19-

1995.10.10 
-0.1222 -0.0924  -0.0043 -0.1430 -0.0622 -0.0389 0.0009  -0.0047  

1995.10.11-

1997.12.16 
0.0270  -0.0236  -0.4007 -0.0029 0.0186  0.6597  -0.0077  0.0275   



1997.12.17-

2000.02.28 
-0.2652 -0.0970  -0.0199 -0.0935 0.1329  0.0324  0.0514  0.0428   

2002.03.01-

2002.05.29 
0.0142  0.0193  0.0767  0.0885  0.0044  0.0630  -0.0264  0.0095   

2002.05.30-

2006.07.12 
-0.0357 0.0603  0.0106  0.0207  -0.0214 -0.0317 -0.0200  0.1994   

2006.07.13-

2008.10.15 
0.0489  -0.3314  -0.1959 -0.0955 0.2532  0.0492  -0.1152  0.0924   

2008.10.16-

2011.12.29 
-0.0877 -0.0369  0.0814  0.0382  0.0500  -0.0143 -0.1004  0.1833   

 

 

IV. 요약 및 결론  

 
   주식수익률과 환율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접근법과 포트폴리오적 접근법이 

있으며 양자 중에서 어느 접근법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현실적으로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느 접근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20년동안의 일

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적 접근법

이 보다 우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위

적으로 구간을 나누기 보다는 통계적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검증한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들어서 포트폴리오적 접근법의 타당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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