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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06년 이후 주식, 외환, 채권 등의 글로벌 금융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Qu and Perron(2007)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VAR 모형의 회귀계

수와 공분산 모두에 두 개의 내생적인 구조적인 분기점들을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

으로 알려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외금융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VAR과 변동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내외 주식시장과 원/달러환율과의 연계성은 분석기간동안 점차 커지

고 있는 반면 채권시장과 다른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크게 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시장들의 변동성은 비대칭적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위기기간 또는 이후 기간에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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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이미 1998년 이후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

으나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의 경우 2007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

유 비중은 0.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채권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

전까지는 주식이나 외환시장과 달리 국내외 주식 및 외환시장과의 연계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2006년 말 이후 조선업계의 경기호황

으로 선물환율이 하락하고 차익거래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

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1)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에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60% 이하로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은 증가했다.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규모는 2004년 시가총액의 42.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28.9%까지 

하락했다가 2009년 이후 30%∼33%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국

내채권 보유 규모는 2004년에 3.2조에 불과하였으나 국내주식과 달리 2008년에는 

37.5조로 4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 보유 증가율은 하락

하고 있으나 국내채권 보유 규모는 3년 사이에 다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도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351.5조원과 83.0

조원으로 각각 시가총액의 30.4%와 전체 상장채권의 6.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

난 해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주식을 대략 9.6조원을 순매도

한 반면 상장채권에 7.1조원을 순투자하여 2008년의 경우보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2) 상정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로는 먼저 유럽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팔았

으나 다른 해외투자자산을 찾지 못했거나 환차손의 우려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

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채권투자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안정적인 해

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국 등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시장에서 철수

하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체해 국내주식대신 국내채권을 매입했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중국의 국내채권에 대한 순투자 규모는 3.7조원에 달한다. 

1) 차익거래기회는 국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forward premium or discount)로 정의된다.

2) 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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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패턴이 급

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식 및 채권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

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즉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보유 규모가 국내시장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함에 따라 외국인의 움직임은 국내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국내투자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식 또는 채권 투자에 따른 외국자본의 이동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원/달러환율을 변화시킨다. 작년처럼 국내주식에서 국내

채권으로 또는 반대로 외국인의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

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만약 양 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기존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폐해를 

국내경제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가와 채권가격,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 국내실물경제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정의하기보다는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자료를 사용한 VAR 모형의 회귀계수와 공분산에 존재하는 

내생적인 구조적인 분기점들을 찾아낸다. 다음 해외금융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주식, 외환, 채권 등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이 분

기점을 기준으로 구분된 기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다변량 

EGARCH 모형을 통해 각 자산수익률의 변동성 또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Qu and Perron(2007) 검정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일맥

상통하는 두 개의 내생적인 구조적인 분기점들이 VAR 모형의 회귀계수와 공분산 

모두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두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외금융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VAR과 변동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내외 주가와 원/달러환율

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는 분석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반면 채권시

장과 다른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위기기간 또는 이

후 기간에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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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먼저 기존연구들을 살펴본다. 제

Ⅲ절에서는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다. 제Ⅳ

절에서는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구조적 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몇 개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 제Ⅴ절에서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한 후 1차 적

률 모형을 통해 각 기간별로 국내외 충격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동태적 반응을 비

교분석한다. 제Ⅵ절에서는 2차 적률 모형을 통해 수익률의 상관관계와 기간별 변동

성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한다. 제Ⅶ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연구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자산가

격결정의 핵심 요소인 수익성과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분석

한 연구들은 크게 1차 적률인 자산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2차 적률인 변

동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Rigobon and Sack(2003a, 

2004)은 1차 적률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단기금리가 주가나 다른 장․단기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반면 Flemming, Kirby, and 

Ostdiek(1998)는 2차 적률에 초점을 맞춰 국내 주식, 채권, 화폐시장간의 변동성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Rigobon and Sack(2003b)은 미국의 주가와 장․
단기 금리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 수익률과 변동성간의 관계를 구조형 GARCH 모

형을 통해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 

변동성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측 불가능한 수익률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연구와 변동성 자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전자에 속한다. 전자의 예로 Engle(2002) 또

는 Tse and Tsui(2002)의 조건부 상관계수가 가변적인 다변량 GARCH 모형을 사

용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한편 후

자의 예로는 Harvey, Ruiz, and Shephard(1994)가 확률적 변동성 모형을 이용하

여 외환시장 변동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금융시장간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연구들은 국내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과 주식, 채권, 외환 등 개별 금융시장에서의 국제적인 연계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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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금융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대폭 개방

되고 계량분석기법 등이 발전함에 따라 주식, 채권, 외환 시장 등의 국내외적인 연

계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연구로는 

Ehrmann, Fratzcher, and Rigobon(2011)로 이들은 유로/달러환율을 포함한 미국

과 유럽의 주식, 채권, 화폐 시장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최근 연구로 유복근․최경욱(2010), 이근영(2010), 송재은․이규복(2011) 등이 주

식, 채권,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유복근․최경욱

(2010)은 가변적 상관계수를 가진 GARCH와 일반화 충격반응함수를, 송재은․이규

복(2011)은 VECM을 이용하여 1차 적률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반면 이근영(2010)

은 2차 적률인 변동성의 충격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연구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을 동시에 분석함에

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들 연구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간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측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금융시장패턴이 위기기간 또는 이전 

기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기존연구들은 글로

벌 금융위기기간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나 연구마다 그 기간이 동일

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금융시장자료를 이용하여 내생적으로 분기

점을 찾아내 이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

는 각 금융시장이 상대방 시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변수가 외생적

이 되도록 모형화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이 변화율과 변동성을 동시에 분석

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치중해 분석하고 있을 뿐인데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와 

공분산의 분기점에 기초해 기간별로 변화율과 변동성의 연계성을 동시에 분석한다. 

 

Ⅲ. 자료의 특성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료는 해외변수로 다우존스지수(DJ), 엔/달러환율

(￥/$), 미국채수익률(USTB), 코스피(KOSPI), 원/달러환율(￦/$), 국내국채수익률

(KTB) 등이다. 주가와 환율은 종가이며 양국의 국채수익률로는 1년, 3년, 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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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물의 단순평균 수익률을 사용한다. 분석기간은 2006년 1월 3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표본크기는 1312개이다. 먼저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다.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본 연구에서는 ADF 검정과 PP 검정을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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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PP 검정통계량을 추정할 때 고려되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시차수는 Newey and 

West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다. 수준변수로 국채수익률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주

가와 환율은 로그를 취하였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수준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검정

방법이나 추세항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분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변수가 단위근을 갖고 있다

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단위근을 가진 수준변수들이 공적분 관계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Johansen(1988) 검정방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다우존스

지수, 엔/달러환율, 미국채수익률 등이 외생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고려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차수가 4인 

경우 Johansen 검정결과는 추세항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귀무가설(H0: r=0)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분변수를 사용하는 VAR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통계량

여기서는 차분변수를 사용한 VAR 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먼저 변수들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가 6개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다우존스지수, 코스피, 원/달러환율이 상승한 반면 

엔/달러환율, 양국의 평균 국채수익률은 하락하였으나 모두 10% 수준하에서도 통

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표준편차는 코스피 변화율의 경우 1.611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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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다우존스지수, 원/달러환율, 엔/달러환율 순이며 국채수익률 변화율의 

경우가 가장 작다. 한편 코스피와 원/달러환율의 왜도는 각각 -0.642와 -0.735로 

변화율의 분포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크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첨도는 모두 

정규분포의 첨도인 3보다 크며 특히 원/달러환율의 경우가 38.546으로 가장 크다. 

최고치는 코스피, 다우존스지수, 원/달러환율 순으로 크며 최저치는 원/달러환율, 코

스피, 다우존스지수 순으로 절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미 표준편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이 글로벌 주식 및 외환시장보다 불안하게 움직임

을 알 수 있다. Q(10)는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율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다우존

스지수, 엔/달러환율, 미국채수익률, 원/달러환율의 경우 적어도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Q2(10)는 제곱된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

계량을 보여주는데 모든 경우 높은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6개 수준변수와 차분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다우존스지

수는 분석기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7년 10월 9일에 최고치인 

14164.53을 기록한 이후 상승 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 그러나 다우존

스지수는 2009년 3월 9일에 최고치일 때보다 50% 이상 하락한 6547.05를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한다. 이 상승추세는 2010년 5월경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기간을 제

외하고는 2011년 6월까지 지속된다. 다우존스지수 변동폭은 상승시기보다는 하락

시기일 때에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엔/달러환율은 2007년 10월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엔/달러환율은 분석기간 초기부터 2009년 3월까지 

다우존스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다. 평균 미국채수익률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저금리정책의 영향으로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미국채수익률은 2009년 상반기까지는 대략 다우존스지

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림 1>은 엔/달러환율과 미국채수익률 모두 변동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기기간동안 더 커지다가 이후에 작아지나 여전히 

위기 이전 기간보다는 큼을 보여준다.    

<그림 1>은 코스피가 전체 분석기간동안 다우존스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며 2009년 이후에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다우존스지수보다 더 큼을 보여준다. 원/달

러환율은 2007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후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빠른 속도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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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다. 한국의 평균 국채수익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되고 

연방기금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 8월부터 하락한다. <그림 1>은 엔/

달러환율과 미국채수익률의 경우처럼 원/달러환율과 국채수익률의 변동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기기간동안 더 커지다가 이후에 작아지나 여전히 위기 이전 

기간보다는 큼을 보여준다.    

Ⅳ. Qu and Perron 검정

2007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차를 두고 글로벌 금

융위기로 번져나갔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정의하는 것은 연구논문마다 

동일하지 않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은 연구논문에 따라 2007년 3월, 

2007년 8월, 2007년 11월, 2008년 3월, 2008년 9월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글

로벌 금융위기기간이 연구자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반면 위기기간은 예외 기간이기 

때문에 예외 기간과 그 이전 또는 이후 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외 기간의 금

융시장의 행태가 다른 기간의 행태와 유사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VAR 모형에 대한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실제 금

융시장자료에 존재하는 내생적인 분기점들을 찾아내어 이들 기간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가를 먼저 비교해 본다. 

Qu and Perron(2007) 검정은 회귀계수와 공분산 행렬에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

는가를 살펴보는 검정방법이다. 또한 Qu and Perron(2007) 검정은 다수의 분기점

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환이 발생한 날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표 5>는 다우존스지수, 엔/달러환율, 미국채수익률 등을 사용한 3변수 차분 

VAR 모형에 분기점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검정 Ⅰ은 

잔차항의 공분산 행렬은 일정하고 모든 VAR 모형의 회귀계수만이 변화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SIC 검정에 따르면 시차수가 1인 반면 AIC나 AICC 검정에 따르면 시차

수가 10과 3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차수가 1과 3인 경우를 살펴본다. 시차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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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정 Ⅰ의 두 개의 분기점들은 각각 2007년 7월 25일과 2009년 6월 5일이다. 

첫 번째 분기점에 대한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10월 1일이며 두 번째 분기점에 대한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은 2009년 3월 31

일부터 2009년 8월 7일이다. sup LRT는 고정 분기점 개수에 대한 검정통계량으로 

분기점이 2개에 대해 0개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은 73.325로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반면 분기점이 1개에 대해 0개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에 대

한 검정통계량은 21.264로 10% 유의수준에서도 기각되지 않는다. Seq(+1|)은 

개의 분기점에 1개 분기점이 추가될 때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는 통계량으로 1개 

분기점에 1개 분기점이 추가될 때는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반면 2개 

분기점에 1개 분기점이 추가될 때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검정 Ⅱ는 검정 Ⅰ과 반대로 회귀계수는 일정한 반면 잔차항의 공분산 행렬만이 

변화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시차수가 1인 경우 두 개의 분기점들은 검정 Ⅰ의 분기

점들과 유사한 2007년 7월 25일과 2009년 6월 8일이다. 그러나 첫 번째 분기점에 

대한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은 2007년 7월 24일부터 2007년 9월 12일이며 두 

번째 분기점에 대한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은 2009년 4월 17일부터 2009년 6

월 12일로 검정 Ⅰ의 경우보다 신뢰구간이 짧고 비대칭적이다. sup LRT 및 Seq(

+1|) 검정결과는 모두 두 개의 유의적인 분기점이 더 강력하게 존재함을 보여준

다. 

검정 Ⅲ은 VAR 모형의 회귀계수뿐만 아니라 잔차항의 공분산 행렬도 변화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시차수가 1인 경우 두 개의 분기점들은 2007년 7월 25일과 

2009년 6월 5일로 검정 Ⅰ의 경우와 동일하다. 각 분기점에 대한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은 검정 Ⅱ의 경우와 같거나 더 짧다. 다른 검정과 마찬가지로 sup LRT 

및 Seq(+1|) 검정결과는 모두 두 개의 유의적인 분기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시차수가 3인 경우에 1인 경우보다 첫 번째 분기점은 2일 빠르며 두 번째 분기

점은 검정 Ⅰ과 Ⅲ의 경우 동일하다. sup LRT 및 Seq(+1|) 검정결과는 시차수가 

1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두 개의 유의적인 분기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Qu and Perron(2007) 검정결과 첫 번째 분기점은 2007년 7월말로 

나타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Mishkin(2010)

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됨에 따

라 미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9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한다. 이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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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점부터 한국의 평균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다. 한편 Qu and Perron(2007) 검정결과 두 번째 분기점은 대략 2009년 6월에 나

타난다. 이미 <그림 1>이 보여준 바와 같이 다우존스지수는 2009년 3월 9일에 최

저치를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코스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당시 

양국의 국채수익률도 상승추세로 돌아섰으며 원/달러환율은 하락추세에 있다. 따라

서 기존의 주장들과 비교해 볼 때 두 분기점 사이의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으

로 정의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분

기점을 기준으로 표본기간을 3기간으로 나누어 첫 번째 기간인 2006년 1월 4일부

터 2007년 7월 24일까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두 번째 기간인 2007년 7

월 25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를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세 번째 기간인 2009년 

6월 5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으로 구분한다.

한편 <표 6>은 코스피, 원/달러환율, 평균 국채수익률 등을 사용한 3변수 차분 

VAR 모형에 분기점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시차수가 1이고 모든 

VAR 모형의 회귀계수만이 변화하는 검정 Ⅰ의 경우 1개대신 0개 또는 2개대신 0

개의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은 받아들여진다. 또한 sup LRT의 검정통계량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개 분기점에 1개 분기점이 추가될 때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0개 또는 2개의 분기점에 1개 분기점이 추가될 때도 동일하다. 그러나 시차

수가 3이거나 검정 Ⅱ와 Ⅲ의 경우에는 2개의 분기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1차 적률보다는 2차 적률 모형에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변수의 경우 첫 번째 분기점은 대략 2008년 3월 6일, 두 번째 분기점은 

2009년 5월 4일로 나타났다.3) 그러나 두 번째 분기점은 글로벌 변수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분기점으로 2007년 7월 25일, 두 번째 분기점

으로 2009년 6월 5일을 사용한다. 한편 분기점 사이의 최소기간에 대한 제약을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 세 개의 분기점을 얻

을 수 있다. 즉 2007년 7월 25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3) 2008년 3월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사실상 파산하면서 3월 위기설이 등장

함에 따라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달러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스왑시장을 통

해 국채금리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미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0.75%p 대폭 인하함에 따

라 3월 위기설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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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위기기간은 예외적인 기간이고 표본수가 줄어듦에 따른 통계적 비유의성과 추정상

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는 위기기간을 더 이상 나누지 않기로 한다. 

Ⅴ. 조건부 평균 모형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은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금융시장의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형화한 Lastrapes(2005, 2006) 모형이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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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다우존스지수, 엔/달러환율, 미국채 평균수익률 등의 변화율(%)로 

표시된 3×1 벡터의 해외변수이고 는 코스피지수, 원/달러환율, 국내국채 평균수

익률 등의 변화율(%)로 표시된 3×1 벡터의 국내변수이다.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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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승법에 의해 식 (2)와 (3)을 추정한 후 원래 VAR 모형의 파라미터인  와 

을 도출한다. 시차수는 AICC 기준에 따라 3인 경우를 살펴본다.4) 여기서는 글로

벌 금융시장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금융시장이 다른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위에서 이미 언급한 기간별로 살펴보기로 한

다. 지면절약상 추정결과는 생략한다. 

1. 해외변수충격에 대한 반응

모든 충격반응결과는 <표 7>과 <그림 2>부터 <그림 5>사이에 나타나 있는데 

<표 7>은 20일(약 1개월) 후의 누적된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다.5) 

(1) 다우존스지수 충격에 대한 반응

먼저 다우존스지수 충격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자. 전체기간

(2006.01.10-2011.06.30)에 걸쳐 다우존스지수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

(+)의 충격은 20일 후에 코스피를 0.748%p 상승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충격

에 대한 반응의 방향은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나 반응의 크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2006.01.10-2007.07.24)에 0.982%p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06.05-2011.06.30)의 0.711%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글로벌 주가

의 영향력이 줄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동조화 현상의 약화는 이미 <표 1>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의 하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기간에 걸쳐 다우존스지수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

은 20일 후에 원/달러환율을 0.330%p 하락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반응의 방향

은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나 반응의 크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보다는 글

로벌 금융위기기간, 위기기간보다는 위기 이후 기간에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전체기간에 걸쳐 다우존스지수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

은 20일 후에 평균 국채수익률을 0.794bp 상승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4) 시차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5) 개폐장시간이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2일간의 평균자료를 사

용하는 경우에도 충격반응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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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반응의 거의 없다가 위기기간과 위기 이후 기간에 크게 상

승한다. 이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가 이 기간동안 크게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2) 엔/달러환율 충격에 대한 반응

전체기간에 걸쳐 엔/달러환율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코스피를 0.177%p 하락시킨다. 엔화 약세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수출가격 경

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출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 0.215%p 하락시키나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는 전자․통신 

및 자동차 등 주요 국내수출제품의 대일 경쟁력강화가 한 몫을 했다고 본다. 

한편 전체기간에 걸쳐 엔/달러환율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원/달러환율을 0.240%p 상승시킨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엔화 약세

는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원/달러환율을 상승시키나 2000

년대 전반기에 비해 볼 때 원화의 동조화 현상은 약화되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반응의 방향은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나 반응의 크기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글

로벌 금융위기기간에 가장 크다. 

전체기간에 걸쳐 엔/달러환율에 대한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평균 국채수익률

을 0.092bp 상승시킨다.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양(+)의 반응을 보이다가 위기 이후 기간에는 음(-)의 반응을 보인다.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수출이 줄고 경기가 침체되어 금리가 하락한다. 

(3) 미국채수익률 충격에 대한 반응

먼저 전체기간에 걸쳐 미국채수익률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

은 20일 후에 코스피를 0.036%p 상승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012%p 하락시

키나 <그림 2>의 넓은 신뢰구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식과 외환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미국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미국경기가 침체되고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맞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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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이 국내외 다른 시장과의 연계성이 약하거나 국제적인 저금리 정책의 영향

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다. 전체기간에 걸쳐 미국채수익률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평균 국채수익률을 0.020bp 상승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다. 

2. 국내변수충격에 대한 반응

국내충격에 대한 반응결과도 <표 6>과 <그림 2>부터 <그림 5>사이에 나타나 있

으며 <표 6>은 20일 후의 누적된 충격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1) 코스피 충격에 대한 반응

먼저 코스피 충격에 대한 원/달러환율의 반응을 살펴보자.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코스피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원/달러환율을 

0.237%p 하락시킨다. 주가상승은 자본유입을 통해 원/달러환율을 하락시킨다. 기간

별로 살펴보면 충격에 대한 반응의 방향은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나 반응의 크기

는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 –0.294%p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위기 이후 기간이 크

다. 한편 다우존스지수 충격과 비교해 보면 코스피보다 다우존스지수가 원/달러환율

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기간에 걸쳐 코스피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

일 후에 평균 국채수익률을 0.498bp 상승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존스지수 충격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영향력이 더 컸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과 이후 기간에는 

다우존스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 

(2) 원/달러환율 충격에 대한 반응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코스피를 0.074%p 상승시킨다. 원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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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주가를 상승시킨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위기 이후 기

간에 반응의 크기가 가장 크다.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평균 국채수익률을 0.569bp 상승시킨다. 원화 약세는 자본을 유출시키고 물가

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국내금리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위기기간에는 국채수익률을 상승시키나 위기 이후 기간에는 

하락시킨다.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고 금리가 떨어진다. 

(3) 국채수익률 충격에 대한 반응

먼저 전체기간에 걸쳐 국채수익률에 대한 1단위 표준편차크기의 양(+)의 충격은 

20일 후에 코스피를 0.018%p 하락시키는 반면 원/달러환율을 0.012%p 상승시키

나 미국채수익률의 경우와 유사하게 <그림 2>의 넓은 신뢰구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식과 외환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국내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국내금리상승이 경기과열의 여파이거나 자본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

동폭은 작게 나타난다. 

3.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표 8>은 20일 이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산분해란 6개 충

격중 각 충격의 분산이 한 변수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가를 비율로 나

타낸 것이다. 코스피의 경우 다우존스지수 충격의 설명비율이 높고 원/달러환율의 

경우 다우존스지수와 코스피 충격의 설명비율이 높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우존스

지수 충격의 코스피에 대한 설명력은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 상승했다가 위기 이후

에는 이전보다 더 하락한다. 반면 원/달러환율에 대한 다우존스지수와 코스피 충격

의 설명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진다. 다우존스지수 충격의 국채에 대한 설명력 

또한 최근에 올수록 더 커진다. 국채에 대한 다른 충격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약

하나 다우존스지수와 코스피의 설명력이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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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분석

국내변수로 3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

인 채권(또는 국채) 순매수, 외국인 코스피(또는 코스닥) 순매수, 통화스왑(또는 외

환스왑)을 이용한 차익거래기회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에 대한 위의 실증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엔/달러환율이나 미국채수익률대신 VIX

나 CDS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평균 국채수익률 대신 

양국의 개별 1년, 3년, 5년, 10년물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스피가 1년

과 10년물보다 3년과 5년물 국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결론에는 큰 변화가 없다. 

Ⅵ. 조건부 분산모형

앞에서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회귀계수보다 공분산행렬에 더 큰 구

조적인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Bollerslev(1990)

의 CCORR모형을 응용한 비대칭 모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변화율의 상관관계와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본다. 의 조건

부 분산이 다음과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자.

VAR(|  ) =                                                         (4)

식 (4)에서   은 은 시점에서의 정보집합이며 는 다우존스지수, 엔/달러환

율, 미국채수익률, 코스피, 원/달러환율, 국내국채수익률로 구성된 6×6 공분산행렬

이다. 는 각각의 분산인 ( ￥  ￦ )와 공분산인 로 구성된다. 이 

때 조건부 상관계수가 상수인 6변량 EGARCH(1,1)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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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ln    

  
  

  





 ,   ￥  ￦      (5)

   ≠                                                   (6)

식 (5)에 계수 을 가진   

  
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GARCH 모형은 비

대칭적이다. EGARCH모형은 GARCH모형과 달리 양의 조건부 분산(>0)을 가지

기 위해 와 에 어떤 제약을 줄 필요가 없다. GARCH모형에서는 가 공분산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  가 1보다 작아야 하는 반면 EGARCH모형에서는 만

이 1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GARCH모형보다 덜 제약적이다. 식 (6)은 공분산을 

나타내며 조건부 상관계수 은 상수라고 가정한다. <표 9>가 6변량 EGARCH 추

정결과를 보여주는데 지면절약상 와 의 추정결과는 생략한다. 

1. 예측 불가능한 변화율의 상관관계

먼저 조건부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우존스지수와 코스피의 예측 불가능한 수익

률간의 상관계수 는 위기기간, 이후 기간, 이전 기간의 순으로 큰 반면 다우존스

지수와 국내국채간의 상관계수 는 위기 이후 기간에 가장 크다. 한편 다우존스

지수와 원/달러환율간의 상관계수 ￦의 절대치는 최근에 올수록 커진다. 와 

는 양(+)의 값, ￦는 음(-)의 값을 가진다. 엔/달러환율과 코스피 또는 원/달러

환율간의 상관관계는 기간에 따라 변한다. 특히 엔/달러환율과 원/달러환율간의 상

관계수 ￥￦는 위기기간과 이후 기간에는 음(-)의 값을 갖는다. 또한 미국채수익률

은 코스피와 양(+)의 상관관계, 원/달러환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 국내시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기간에 걸쳐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율간의 상관계수 ￦는 -0.447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음(-)의 상관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보다 위기기간, 위

기기간보다 위기 이후 기간에 더욱 커진다. 원/달러환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보

다도 국내외 주식시장과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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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간에 걸쳐 코스피와 국채수익률간의 상관계수 는 다우존스지수와 유사하게 

0.079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양(+)의 상관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보다 위기기간 이후 기간에 크며 위기기간동안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체기간에 걸쳐 원/달러환율과 국채수익률간의 상관계수 ￦

는 0.033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에는 양(+)의 상

관관계, 위기 이후 기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비대칭성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전

체기간에 걸쳐 의 추정치는 -0.078로 예측 불가능한 주식수익률이 상승할 때보

다 하락할 때 변동성이 더 커진다. 이 비대칭성은 위기기간과 위기 이후 기간에 나

타나는데 특히 위기기간에 가장 크다. 원/달러환율의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걸쳐 주

식시장과 반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즉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화율이 하락할 때

보다 상승할 때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이 현상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기간에 크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비대칭성의 존재로 코스피와 원화가치가 하락

할 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다. 채권시장에서 변동성의 비대칭성은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나타난다. 예측 불가능한 채권수익률이 하락할 때가 상승

할 때 보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3. 변동성의 기간별 동일성 검정

Qu and Perron(2007) 검정이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무조건부 공분산 행렬이 

위기 이전 기간, 위기기간, 위기 이후 기간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는 조건부 분산, 즉 국내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위기 전후로 동일한가를 동일성 검

정을 통해 살펴본다.  

<표 10>이 E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조건부 분산의 동일성 검정결과를 

보여준다.6) <표 10>에서 은 각 기간별 조건부 분산의 평균차를 보여준다. 

6) TGARCH(1,1)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정 및 검정결과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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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성 검정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식 (7)에서 ,  이며 과 는 각각 기간 1과 기간 2의 크기를 

나타낸다. 

은 Newey and West 방법에 의해 추정되며 는 귀무가설하에서 

N(0,1) 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른다. 

<표 10>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위기기간의 변동성이 국내

주식, 외환, 채권 시장 모두에서 더 크며 이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적이다. <그림 6>과 <그림 7>, 그리고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기 이전

에 비해 위기기간동안 국채를 포함한 채권의 순매수는 오히려 증가하나 이보다 훨

씬 큰 규모로 주식의 순매도가 일어나며 따라서 표준편차는 위기기간동안에 모두 

크게 증가한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도는 주가와 원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비대

칭효과를 통해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한다. 

한편 글로벌 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하는 경우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은 위기 이후 기간의 변동성이 이전 기간의 변동성보다 크며 이 차이는 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경우는 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표 1>과 비대칭성에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과 레

버리지 효과가 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 즉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기간까지

를 포함하는 경우 코스피의 변동성도 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위기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해 보면 세 시장 모두에서 위기기간의 

변동성이 이후 기간의 변동성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이는 위기기간동안 

변동성의 비대칭효과와 전염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위기 이후 기간동안에 외국인

이 주식투자가 채권투자로 대체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림 8>, <그림 9>, <그

림 10>이 각각 코스피, 원/달러환율, 평균 국채수익률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표 

10>의 동일성 검정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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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어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국내외 주식, 외환, 채권시장의 일별 자료

를 이용하여 1차와 2차 적률모형을 추정한 다음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차

원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Qu and Perron(2007) 검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자료를 사용한 VAR 

모형의 회귀계수와 공분산에 존재하는 두 개의 내생적인 구조적인 분기점들을 찾아

냈다. 첫 번째 분기점은 2007년 7월말, 두 번째 분기점은 2009년 6월 또는 7월에 

나타나는데 이 두 분기점 사이의 기간은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금융위

기기간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두 분기점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위기기간, 위기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1차 적률 모형인 해외금융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VAR 모형을 이용한 실

증분석결과 미국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장

에 비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국내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위기 이전 

기간에 더 큰 반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이후 기간에 더 커진다. 국내채

권시장에 대한 영향력 또한 위기기간과 이후 기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엔/달러환율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하고 위기기간 전후에 달라 달라진다. 미국국채시장은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친다. 한편 국내주식시장은 국내 외환 및 국채시

장에 영향을 미치나 최근에 올수록 그 영향력은 오히려 미국주식시장보다 약하다. 

원/달러환율이 국내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하며 국내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국채시장은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2차 적률 모형인 EGARCH모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금융자산 수익률간의 상관관계와 불확실성의 비대칭관계를 살펴보고 글로

벌 금융위기기간 전후로 각 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하는가를 검정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충격반응분석과 유사하게 국내외 주식수익률과 원/달

러환율 변화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고 유의적이며 국내외 주식수익률과 

국채수익률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위기 이후 기간에 크게 나타난다. 한편 국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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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시장의 변동성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

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원/달러환율은 반대의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진다. 마지

막으로 기간별 변동성의 동일성 검정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위기

기간의 변동성이 국내주식, 외환, 채권 시장 모두에서 더 크며 위기기간과 이후 기

간을 비교해 보면 세 시장 모두에서 위기기간의 변동성이 이후 기간의 변동성보다 

더 크다. 한편 위기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하는 경우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은 위기 이후 기간의 변동성이 이전 기간의 변동성보다 큰 반면 주식시장의 경우는 

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었던 작년 하

반기 자료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위기 이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원/달러환율은 국내외 주가

에 의해 점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도 외국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시장과의 연계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산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내금융

시장의 변동성 또한 위기 이후 기간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

수록 국내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적인 예로 외

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나타나는 경우 국내금

융시장은 더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원/달러환율이 기초거시경제변수보다 변동

이 심한 국내외 주가에 의해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수출입과 물가 

등을 통해 실물경제까지도 쉽게 불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가와 채권

가격, 그리고 원화가치가 동시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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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식 채권 합계

2001 93.7(36.6) 0.4 94.1

2002 93.2(36.0) 0.6 93.8

2003 142.5(40.1) 1.8 144.3

2004 173.2(42.0) 3.2 176.4

2005 260.3(39.7) 3.3 263.6

2006 262.5(37.3) 4.6 267.1

2007 308.0(32.4) 37.0 345.0

2008 166.9(28.9) 37.5 204.4

2009 289.3(32.6) 56.5 345.8

2010 376.5(33.0) 74.2 450.7

<표 1> 외국인 주식 및 채권 보유 현황(단위: 조원, %)

주: 1) 주식은 결제기준 시가총액을 나타내며 ( )안의 숫자는 상장주식대비 비율을 표시.

출처: 금융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표 2> 단위근검정(시차가 4인 경우)

검정방법 ADF검정 PP검정

상수 추세 상수 추세

수준변수

DJ -1.279 -1.194 -1.291 -1.205

￥/$ -0.345 -3.196+ -0.345 -3.201+

USTB -0.686 -1.770 -0.685 -1.766

KOSPI -1.249 -1.713 -1.249 -1.712

￦/$ -1.345 -1.324 -1.343 -1.316

KTB -1.535 -2.287 -1.543 -2.299

차분변수

DJ -17.099** -17.100** -17.248** -17.253**

￥/$ -17.947** -17.958** -17.972** -17.963**

USTB -16.946** -16.939** -16.908** -16.900**

KOSPI -17.151** -17.154** -17.133** -17.136**

￦/$ -17.533** -17.535** -17.186** -17.192**

KTB -15.485** -15.480** -15.307** -15.303**

주: 1) USTB(KTB)는 1년, 3년, 5년, 10년 만기 미국(한국) 국채수익률의 단순평균을 표시.

   2) +와 **은 각각 10%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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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적분검정: Johansen 검정

H0 시차수
추세

포함
λmax

λmax

임계치(95%)
trace

trace

임계치(95%)

r=0 4
× 9.655 21.144 13.251 31.618

○ 19.029 24.482 27.855 39.098

주: 1) H0: r=0은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표시.

<표 4> 변화율(%)의 기초통계량

DJ ￥/$ USTB KOSPI ￦/$ KTB

평균
0.010

(0.039)

-0.029

(0.021)

-0.218×10-2

(0.171×10-2)

0.031

(0.044)

0.005

(0.028)

-0.100×10-2

(0.147×10-2)

표준편차 1.427 0.773 0.062 1.611 1.001 0.053

왜도 0.003 -0.266 -0.198 -0.642 -0.735 0.077

첨도 11.794 7.009 7.240 10.293 38.546 8.085

최고치 10.508 5.046 0.367 11.284 10.229 0.313

최저치 -8.201 -4.738 -0.352 -11.172 -13.243 -0.280

Q(10)
60.519

[0.000]

24.061

[0.007]

21.100

[0.020]

8.176

[0.612]

53.222

[0.000]

13.028

[0.222]

Q2(10)
1214.059

[0.000]

239.429

0.000]

294.202

[0.000]

832.629

[0.000]

434.965

[0.000]

349.053

[0.000]

주: 1) USTB(KTB)는 1년, 3년, 5년, 10년 만기 미국(한국) 국채수익률의 단순평균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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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Q2(10)는 제곱된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

   4) [ ] 안의 값은 확률값(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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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Qu and Perron(2007) 검정(해외 3변수와 분기점이 2개인 경우)

검정 Ⅰ 검정 Ⅱ 검정 Ⅲ

시차수 전환대상변수 회귀계수 공분산행렬 계수와 공분산

1

분기점

1

2007.07.25

(2007.05.22 

-2007.10.01)

2007.07.25

(2007.07.24 

-2007.09.12)

2007.07.25

(2007.07.24 

-2007.09.10)

2

2009.06.05

(2009.03.31 

-2009.08.07)

2009.06.08

(2009.04.17 

-2009.06.12)

2009.06.05

(2009.04.24 

-2009.06.08)

sup LRT 검정
0 vs. 1 21.264 475.697** 513.404**

0 vs. 2 73.325** 973.554** 1047.892**

Seq(2|1) 검정 44.178** 482.999** 526.504**

Seq(3|2) 검정 0.000 0.000 0.000

3

분기점

1

2007.07.23

(2007.06.07 

-2007.09.07)

2007.07.23

(2007.07.20 

-2007.09.14)

2007.07.23

(2007.07.20 

-2007.09.04)

2

2009.06.05

(2009.04.29 

-2009.07.10)

2009.07.15

(2009.05.26 

-2009.07.20)

2009.06.05

(2009.04.29 

-2009.06.09)

sup LRT 검정
0 vs. 1 31.250* 515.261** 511.151**

0 vs. 2 118.206** 1060.156** 1043.879**

Seq(2|1) 검정 72.112** 543.676** 531.535**

Seq(3|2) 검정 0.000 0.000 0.000

주: 1) ( )안의 기간은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표시.

   2) *와 **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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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Qu and Perron(2007) 검정(국내 3변수와 분기점이 2개인 경우)

검정 Ⅰ 검정 Ⅱ 검정 Ⅲ

시차수 전환대상변수 회귀계수 공분산행렬 계수와 공분산

1

분기점

1

2008.03.12

(2007.10.30 

-2008.07.21)

2008.03.06

(2008.03.05 

-2008.04.23)

2008.03.12

(2008.03.11 

-2008.04.28)

2

2009.05.04

(2008.12.09 

-2009.09.17)

2009.05.04

(2009.03.31 

-2009.05.07)

2009.05.04

(2009.03.31 

-2009.05.07)

sup LRT 검정
0 vs. 1 17.623 897.838** 939.356**

0 vs. 2 38.295 1748.455** 1784.979**

Seq(2|1) 검정 13.950 823.603** 840.398**

Seq(3|2) 검정 0.000 0.000 0.000

3

분기점

1

2008.03.06

(2008.01.15 

-2008.04.23)

2008.03.06

(2008.03.05 

-2008.04.22)

2008.03.06

(2008.03.05 

-2008.04.21)

2

2009.05.04

(2009.03.19 

-2009.06.17)

2009.05.04

(2009.03.30 

-2009.05.07)

2009.05.04

(2009.04.01 

-2009.05.07)

sup LRT 검정
0 vs. 1 32.488* 881.744** 958.073**

0 vs. 2 105.743** 1706.353** 1801.059**

Seq(2|1) 검정 46.966** 781.587** 842.246**

Seq(3|2) 검정 0.000 0.000 0.000

주: 1) ( )안의 기간은 95% 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표시.

   2) *와 **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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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충격반응분석결과(20일후)

전체기간

’06.01.10

-’11.06.30

위기 이전 기간

’06.01.10

-’07.07.24

위기기간

’07.07.25

-’09.06.04

위기 이후 기간

’09.06.05

-’11.06.30

DJ → KOSPI 0.748(0.087)** 0.982(0.146)** 0.718(0.170)** 0.711(0.128)**

DJ → ￦/$ -0.330(0.068)** -0.204(0.125) -0.229(0.116)* -0.500(0.118)**

DJ → KTB 0.794(0.118)** -0.191(0.187) 0.726(0.256)** 1.366(0.198)**

￥/$ → KOSPI -0.177(0.081)* -0.100(0.153) -0.215(0.148) 0.011(0.123)

￥/$ → ￦/$ 0.240(0.061)** 0.099(0.125) 0.325(0.104)** 0.114(0.105)

￥/$ → KTB 0.092(0.108) 0.735(0.172)** -0.165(0.231) -0.563(0.182)**

USTB → KOSPI 0.036(0.071) 0.069(0.125) 0.042(0.081) 0.026(0.091)

USTB → ￦/$ -0.012(0.059) 0.001(0.109) -0.018(0.062) 0.004(0.082)

USTB → KTB 0.195(0.089)* 0.301(0.155)+ 0.145(0.122) 0.159(0.128)

KOSPI → ￦/$ -0.237(0.057)** -0.122(0.113) -0.294(0.085)** -0.174(0.108)

KOSPI → KTB 0.498(0.091)** 0.656(0.151)** 0.667(0.175)** 0.496(0.172)**

￦/$ → KOSPI 0.074(0.071) 0.011(0.141) 0.072(0.131) 0.200(0.115)**

￦/$ → KTB 0.569(0.103)** 0.649(0.171)** 0.846(0.232)** -0.200(0.191)+

KTB → KOSPI -0.018(0.051) 0.050(0.085) -0.030(0.055) -0.009(0.067)

KTB → ￦/$ 0.012(0.041) -0.014(0.072) 0.021(0.047) 0.007(0.064)

주: 1) USTB(KTB)는 1년, 3년, 5년, 10년 만기 미국(한국) 국채수익률의 단순평균을 표시.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표시.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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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예측오차의 분산분해(20일후)

설명비율
DJ ￥/$ USTB KOSPI ￦/$ KTB

전체기간

’06.01.10
-

’11.06.30

KOSPI 0.212(0.003)** 0.016(0.007)* 0.011(0.004)* 0.747(0.011)** 0.005(0.005) 0.009(0.005)+

￦/$ 0.147(0.003)** 0.031(0.005)** 0.014(0.004)** 0.181(0.012)** 0.618(0.015)** 0.009(0.006)
TB 0.026(0.003)** 0.003(0.013) 0.024(0.005)** 0.007(0.009) 0.012(0.004)** 0.928(0.015)**

위기 이전 기간

’06.01.10
-

’07.07.24

KOSPI 0.204(0.009)** 0.020(0.009)* 0.015(0.013) 0.740(0.021)** 0.003(0.008) 0.017(0.009)*

￦/$ 0.064(0.008)** 0.085(0.008)** 0.033(0.010)** 0.070(0.009)** 0.735(0.020)** 0.013(0.008)
TB 0.015(0.010) 0.005(0.015) 0.124(0.009)** 0.018(0.010)+ 0.019(0.010)+ 0.820(0.023)**

위기기간

’07.07.25
-

’09.06.04

KOSPI 0.231(0.009)** 0.037(0.017)* 0.021(0.015) 0.690(0.028)** 0.009(0.011) 0.013(0.013)
￦/$ 0.140(0.011)** 0.054(0.014)** 0.028(0.017) 0.199(0.027)** 0.564(0.036)** 0.015(0.020)
TB 0.033(0.009)** 0.007(0.027) 0.024(0.007)** 0.023(0.010)* 0.022(0.009)* 0.891(0.030)**

위기 이후 기간

’09.06.05
-

’11.06.30

KOSPI 0.170(0.007)** 0.015(0.010) 0.010(0.009) 0.794(0.020)** 0.004(0.008) 0.006(0.012)
￦/$ 0.225(0.007)** 0.011(0.007) 0.005(0.009) 0.238(0.014)** 0.518(0.020)** 0.003(0.009)
TB 0.051(0.006)** 0.003(0.012) 0.007(0.008) 0.068(0.023)** 0.004(0.016) 0.866(0.027)**

주: 1) USTB(KTB)는 1년, 3년, 5년, 10년 만기 미국(한국) 국채수익률의 단순평균을 표시.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표시.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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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6변량 EGARCH 모형 추정결과 

전체기간

’06.01.10

-’11.06.30

위기 이전 기간

’06.01.10

-’07.07.24

위기기간

’07.07.25

-’09.06.04

위기 이후 기간

’09.06.05

-’11.06.30

 0.972(0.004)** 0.682(0.096)** 0.985(0.006)** 0.947(0.017)**

 -0.108(0.010)** -0.364(0.060)** -0.096(0.020)** -0.139(0.026)**

￥ 0.960(0.011)** 0.945(0.012)** 0.666(0.175)** 0.600(0.167)**

￥ -0.055(0.010)** -0.092(0.019)** -0.143(0.050)** -0.005(0.028)

 0.977(0.006)** 0.881(0.007)** 0.658(0.084)** 0.390(0.151)**

 -0.000(0.010) -0.064(0.019)** -0.009(0.025) 0.213(0.053)**

 0.972(0.006)** 0.963(0.022)** 0.942(0.017)** 0.956(0.020)**

 -0.078(0.013)** -0.008(0.024) -0.156(0.027)** -0.086(0.022)**

￦ 0.980(0.004)** 0.944(0.008)** 0.962(0.012)** 0.949(0.019)**

￦ 0.040(0.011)** -0.084(0.019)** 0.089(0.026)** 0.018(0.027)

 0.993(0.003)** -0.906(0.019)** 0.987(0.009)** 0.972(0.016)**

 -0.003(0.009)** 0.017(0.017) 0.032(0.021) -0.097(0.020)**

￥ 0.071(0.010)** -0.000(0.028) 0.142(0.032)** -0.008(0.035)

 0.388(0.013)** 0.030(0.019) 0.534(0.026)** 0.458(0.029)**

 0.256(0.009)** 0.110(0.025)** 0.310(0.029)** 0.284(0.032)**

￦ -0.177(0.010)** -0.040(0.027) -0.145(0.027)** -0.318(0.032)**

 0.078(0.014)** 0.043(0.031) 0.014(0.037) 0.166(0.026)**

￥ 0.119(0.010)** 0.078(0.025)** 0.164(0.029)** 0.031(0.031)

￥ 0.116(0.014)** -0.085(0.029)** 0.197(0.030)** 0.097(0.034)**

￥￦ -0.041(0.012)** 0.314(0.026)** -0.120(0.025)** -0.067(0.038)+

￥ 0.039(0.020)+ 0.012(0.029) 0.061(0.039) -0.005(0.026)

 0.182(0.011)** 0.057(0.025)* 0.289(0.024)** 0.147(0.024)**

￦ -0.100(0.012)** 0.011(0.026) -0.124(0.031)** -0.135(0.028)**

 0.066(0.015)** 0.100(0.025)** 0.032(0.037) 0.074(0.026)**

￦ -0.448(0.015)** -0.307(0.026)** -0.439(0.021)** -0.595(0.028)**

 0.078(0.016)** 0.115(0.030)** -0.010(0.035) 0.230(0.031)**

￦ 0.033(0.016)* 0.050(0.037) 0.137(0.028)** -0.144(0.034)**

ln L -14,061.564 -3029.129 -5688.839 -4758.762

주: 1) 와 의 추정결과는 지면절약상 생략. 

   2) D, ￥, TB, s, ￦, b는 각각 DJ, ￥/$, USTB, KOSPI, ￦/$, KTB를 표시.

   3)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표시.

   4)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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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변동성의 기간별 동일성 검정

비교대상기간 변수  

위기 이전 기간

VS.

위기기간

KOSPI 2.953 3.413**

￦/$ 1.587 3.116**

KTB 45.954 4.276**

위기 이전 기간

VS.

위기 이후 기간

KOSPI -0.021 -0.259

￦/$ 0.256 3.918**

KTB 10.618 4.919**

위기기간

VS.

위기 이후 기간

KOSPI -2.958 -3.975**

￦/$ -1.242 -2.988**

KTB -33.817 -4.122**

주: 1) 은 비교대상 두 기간간의 평균 변동성 차이를 표시.

   2) *와 **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표 11> 외국인 증권 순매수 규모(단위: 백억)

전체기간

’06.01.10

-’11.06.30

위기 이전 기간

’06.01.10

-’07.07.24

위기기간

’07.07.25

-’09.06.04

위기 이후 기간

’09.06.05

-’11.06.30

국채
평균 5.559 2.302 3.808 9.590

표준편차 14.615 6.541 15.701 16.973

채권
평균 14.857 3.935 12.977 24.761

표준편차 27.879 9.728 29.663 31.859

코스피
평균 -1.937 -4.117 -10.840 7.750

표준편차 28.051 19.692 27.934 30.452

코스닥
평균 -0.222 0.034 -1.105 0.369

표준편차 3.523 2.001 5.47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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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우존스지수                          다우존스지수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엔/달러환율                             엔/달러환율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평균 미국채수익률                      평균 미국채수익률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코스피                                     코스피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원/달러환율                             원/달러환율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평균 국채수익률                         평균 국채수익률 변화율(%)

          

’06.01.04          ’08.09.02          ’11.06.30                 ’06.01.04          ’08.09.02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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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격반응곡선(전체기간: 2006.01.10-2011.06.30)

       DJ → KOSPI                  DJ → ￦/$                  DJ → KTB

         

      ￥/$ → KOSPI                ￥/$ → ￦/$                  ￥/$ → KTB

        

      USTB → KOSPI               USTB → ￦/$               USTB → KTB

        

      KOSPI → ￦/$               KOSPI → KTB               ￦/$ → KOSPI

        

       ￦/$ → KTB                 KTB → KOSPI               KT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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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충격반응곡선(위기 이전 기간: 2006.01.10-2007.07.24)

       DJ → KOSPI                 DJ → ￦/$                    DJ → KTB

       

      ￥/$ → KOSPI                 ￥/$ → ￦/$                 ￥/$ → KTB

         

      USTB → KOSPI                USTB → ￦/$              USTB → KTB

        

       KOSPI → ￦/$               KOSPI → KTB               ￦/$ → KOSPI

        

       ￦/$ → KTB                  KTB → KOSPI              KT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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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충격반응곡선(위기기간: 2007.07.25-2009.06.04)

       DJ → KOSPI                 DJ → ￦/$                    DJ → KTB

        

      ￥/$ → KOSPI                 ￥/$ → ￦/$                 ￥/$ → KTB

        

      USTB → KOSPI               USTB → ￦/$               USTB → KTB

        

       KOSPI → ￦/$               KOSPI → KTB               ￦/$ → KOSPI

        

       ￦/$ → KTB                 KTB → KOSPI               KT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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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충격반응곡선(위기 이후 기간: 2009.06.05-2011.06.30)

       DJ → KOSPI                 DJ → ￦/$                    DJ → KTB

        

      ￥/$ → KOSPI                 ￥/$ → ￦/$                 ￥/$ → KTB

        

      USTB → KOSPI               USTB → ￦/$               USTB → KTB

        

       KOSPI → ￦/$              KOSPI → KTB                ￦/$ → KOSPI

        

       ￦/$ → KTB                 KTB → KOSPI               KT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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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외국인 순매수 국채          <그림 7>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06.01.03   '07.07.25 '09.06.05            '11.06.30         '06.01.03   '07.07.25 '09.06.05            '11.06.30

       (단위: 백억)                                                 (단위: 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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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스피 변동성

'06.01.10          '07.07.25      '08.09.02  '09.06.05                 '11.06.30

<그림 9>                     원/달러환율 변동성         

'06.01.10          '07.07.25      '08.09.02  '09.06.05                 '11.06.30

<그림 10>                    국채수익률 변동성          

'06.01.10          '07.07.25      '08.09.02  '09.06.05                 '1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