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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창구라는 기능을,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

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이루는 거시경제학적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연

구자들은 거시 경제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시 의미있는 변수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수는 더

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단지 일부 거시경제학적 변수만의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리하고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1. 서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하

부시스템이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구적인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

함으로써 기본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일

반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투자기회를 갖게 됨으로

써 투자 대상의 다변화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형성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

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공정한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기업에 제한적인 자원이

배분되는 배분 효율성이 작동되어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

서 주식시장의 성패는 모든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문제의식에서 한 국가 경제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거시경제 변수와 인구통계적 변수가 주

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이정선(2010)은 IMF 충격으로 인한 불완전 시

계열성이 없어진 199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26개 거시경제 지표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금리에서는 국

민주택(5년) 등 5개 변수, 산업 및 실물경기에서는

산업생산지수 등 10개 변수, 물가에서는 생산자물가

등 2개 변수, 외환 및 교역에서는 수출 및 수입증감

률 등 7개 변수, 통화에서는 IMF포지션 등 2개 변

수 등 총 26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산업의 주가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비금속광물, 청강

및 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제조업으로 18

개의 산업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거시환경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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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합주가지수와 주요 경제지표 변동 추이
연도 주가지

수
GDP

(십억달러)

환율
(대
1달러)

통화량
(십억원)

물가상
승률

1995 882.94 4,096,536 770 24,322.7 4.5

1996 651.22 4,609,526 805 24,832.1 4.9

1997 376.31 5,063,136 953 21,116.0 4.4

1998 562.46 5,010,272 1,394 19,593.0 7.5

1999 1,028.07 5,490,050 1,188 21,961.7 0.8

2000 504.62 6,032,360 1,131 26,357.0 2.3

2001 693.7 6,514,153 1,290 29,375.9 4.1

2002 627.55 7,205,390 1,250 33,579.3 2.8

2003 810.71 7,671,137 1,191 35,754.7 3.5

2004 895.92 8,268,927 1,144 37,272.4 3.6

2005 1,379.37 8,652,409 1,024 38,785.2 2.8

2006 1,434.46 9,087,438 955 41,664.0 2.2

2007 1,897.13 9,750,130 929 48,543.7 2.5

2008 1,124.47 10,264,518 1,101 52,272.8 4.7

2009 1,682.77 10,650,368 1,276 61,739.6 2.8

자료: 한국거래소「증권선물,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
팀, KOSIS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분석팀, KOSIS 한국은
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
과

모든 산업의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

만 산업별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요인에는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재필(2009)은 거시경제변수

를 이용한 주가 변화의 예측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

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가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된

거시경제변수로서 환율, 금리, 통화량, 인플레이션의

4가지 변수외에 종합주가지수를 추가하여 각 산업별

지수 수익률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간으로 월말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을 전반기 5

년과 후반기 5년으로 나누어 각 거시경제변수와 산

업별지수간의 상호관련성에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 연구의 특징이다. 연구결과, 거시경제변수와

주가와의 관계는 애매하며 금리와 환율 변수와 산업

별 지수의 결과는 개별 산업의 특성에 의한 결과라

기보다 해당 거시경제변수와 주식시장 전반의 관계

에 의한 바가 크다고 여겨져 개별 산업과의 관련성

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유재필과 이

수철(2010)은 개별 산업의 주가지수 수익률과 거시

경제변수의 상호간 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산업별 특

성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유재필(2009)의 연

구와 유사하다. 김명환은 주식가격과 거시경제 변수

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연구했

다. 연구 결과 주식 가격은 대미환율과 (+), 대일환

율(-), 미연방기금금리와 (-), 산업생산성과 (+), 소

비자물가지수와 (+), M2와 (-), 콜금리와 회사채수

익률 과는 각각 (-)의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황규현(2009)은 거시경제변수

들이 주가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8

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중 유

가증권시장의 KOSPI지수와 업종별지수 그리고 코

스닥시장의 KOSDAQ지수와 업종별지수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물가만 유통업과 건설업(상장기업)에

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을 뿐 금리는 모든

주가지수에서 기대된 부호와 일치하였으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지영(2011)은 2002년 4

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국 거시경제변수 및 해외금융변수가 중국 주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종류의

중국주가지수는 거시경제변수들과 대체적으로 장,단

기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엔/달러환율보다 다우존스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등(2010)은 2004~2009 기간 중 한국(KOSPI 200), 미

국(S&P 500), 일본(Nikkei 225), 중국(SSE

Composite) 등 4개국의 주가지수 및 WTI(서부텍사

스중질유) 유가수익률과 각국간의 환율을 이용하여

2008년도 금융위기 전 후를 기점으로 거시경제정보

와 주가 변동성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4개국의 주식시장에서 나쁜 정보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음(-)의 수익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주가수익률 변동성에 대해 현저히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한 은행에

서 발간된 보고서는 인구와 주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지표 현황과 주요 변수간의 관계 분석

3.1. 지표 현황 분석
[표 1]을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995년에

882.94로 기록하였다. 그 다음 해에는 26% 하락한

651.22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99년에 1,000선을 넘었으나 다음해에는 500

선으로 반토막이 났으나 이후 다시 꾸준히 회복하여

2005년에 다시 1,000선을 넘었고, 2009년에는

1682.77을 기록하였다. [표 1]에서는 주가지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 미국달러화 대비 환율, 통

화량,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의 변동 추

이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정리되어 있다.

한편 [표 2]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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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 통계 변수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주식투자 인구

1995 45,092 20,845 2,436

1996 45,524 21,288 2,978

1997 45,953 21,782 2,678

1998 46,286 21,428 3,335

1999 46,616 21,666 4,182

2000 47,008 22,016 4,000

2001 47,357 22,472 3,888

2002 47,622 22,877 3,974

2003 47,859 22,966 3,937

2004 48,039 23,394 3,763

2005 48,138 23,526 3,537

2006 48,297 23,773 3,613

2007 48,456 23,993 4,441

2008 48,607 24,347 4,627

2009 48,747 24,394 4,665

자료: 통계청, 한국거래소

총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투식투자 인구의 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총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는 꾸

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본 연구와

특히 연관이 있는 주식투자 인구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증가추세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2. 거시 경제 변수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표를 보면 일부 변수

는 상관의 정도가 매우 큼을 알수 있어서 단순회귀

분석을 수행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SI GDP EX M2 PopE PopS

SI 1.000

GDP 0.712 1.000

EX -0.103 0.294 1.000

M2 0.777 0.938 0.087 1.000

PopE 0.696 0.996 0.252 0.944 1.000

PopS 0.509 0.781 0.603 0.669 0.739 1.000

주) SI: 종합주가지수, EX:대미 환율, M2: 통화량, PopE: 경제활
동인구, PopS: 주식투자인구. 변수는 자연로그 치환.

식(1)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식으로 [표 4]는 이를

실행한 결과이다.

SIt = aGDPt + bEXt + cM2t + dPopEt + ePopSt+ (1)

[표 4] 회귀분석 결과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303.796 161.073 1.886 0.092

GDP 7.195 3.807 1.890 0.091

EX -0.919 0.686 -1.340 0.213

M2 0.913 0.780 1.171 0.272

PopE -40.960 21.550 -1.901 0.090

PopS -0.315 1.002 -0.315 0.760

회귀식 R2 = 0.623

F=5.633(p=.013)

주) 변수명은 [표 3] 참조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식(1)의 회

귀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를

보면 GDP와 경제활동인구 변수는 유의확률 10% 수

준에서 유의적인 반면 환율, 통화량, 주식투자인구

등의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회귀분석 결과는 거시경

제 변수를 적용하는 연구에는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 변수들은 다른 변수와 달

리 특히 변수의 시계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채택한 연구가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먼저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식과 같은 Augmented Dickey-Fuller test를 실시해

야 한다.

∆Yt = Yt-1 +
  



∆Yt-i + (3)

∆Yt = +Yt-1 +
  



∆Yt-i + (4)

∆Yt = +t +Yt-1 +
  



∆Yt-i + (5)

변수들의 장기적인 균형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

음 식과 같은 Johanson cointegration test를 수행해

야 한다.

∆yt = Πyt-1 +… +
  

  

∆yt-i + (6)

Π=
  



Ai -I     
   



Aj (7)

이에 의해 분석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VAR모형

또는 VECM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동태적 분석을,

거시경제적인 변수의 효과를 보는 마지막 분석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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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반응 분석에 의하면 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GDP, 환율, 통화량,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와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주식투자인구

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채택된 변수를 자연로그로 치환한 후 상관관계분석

을 한 결과, 일부 변수들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전통적인 방식의 인과관계 분석인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GDP와 경제활동 인구 변

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시경제변수는 변수의 시계열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단위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Augmented Dickey-Fuller

test를 수행해야 하고, 장기적인 균형관계 분석을 위

해서는 Johanson cointegration test를 수행해야 한

다. 이들 분석 결과에 따라 VAR모형 또는 VECM

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동태적 분석을 하고 이어서

충격반응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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