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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amilton and Susmel(1994)에 의해 개발된 마코브국면전환 ARCH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주

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SWARCH-L(3,2)모형의 결과, 미국,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으로 변화가 없고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5배 이상의 분산증가를 나타내었으

나, 한국, 러시아, 인도 및 그리스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으로 2배 이상이고, 상태 1에서 상태 3

으로의 국면전환은 7배 이상의 분산이 더욱 증가되었다. 평균값의 결과,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점프는 3배,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전환은 13배의 위험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인도, 이탈리아는 ARCH(1)

과 ARCH(2)효과를 나타내었고,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leverage)와 비대칭효과는 존재하였다. 둘

째, 평균전이확률의 결과, 한국의 저변동성국면의 지속성(278일)이 가장 커서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동일한 변동성국면간의 확률은 거의 1에 가까워 높은 지속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Chow 결과, 아시아, 글로벌 및 유럽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설정된 5개 기간에서 주식시장간의 구조

적 변화(structural changes)가 존재하였다. 또한 1-Step 예측오차 결과,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의 금융위

기동안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동안에 한국

을 제외하고 다른 주식수익률이 불안정하고, 2010과 2011의 유럽발 금융위기동안에 한국, 미국, 러시아 및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식시장도 불안정하고,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아시아와

글로벌 금융위기동안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불안정하였다. 반면에 CUSUM검정에서 아시아의 위기인 1997년

과 1998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모든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CUSUMSQ검정에서는 199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시아와 글로벌 및 유럽발 금융위기 동

안에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국가별로 안정과 불안정이 혼재하였다. 넷째, 우도비 검정결과, 한국과 타국의 주

식시장의 변동성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여러 금융위기동안의 주식시장의 고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에피소드 또는 사건들을

파악하였고, 둘째,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지속성에서 저변동성국면에서 위기변동성국면으로의 전환보다는 고

변동성국면으로의 국면전환으로 분산이 더욱 증가되었고, 셋째, 국가·기간별로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고변

동성국면은 1990년대 말 이후의 비즈니스 불경기와 관련이 있었고, 넷째, 주식시장에 레버리지와 비대칭효과

가 존재하였고, 다섯째, Lamoureux and Lastrapes(1990)의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의 변화로 인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Ané and Ureche-Rangau(2006)의 다양한 비선형의 국면전

환모형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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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는데 관심을 둔다. 한

국의 주식시장은 1962년에 설립되었다. 가중평균

된 주가지수(KOSPI)는 유럽발 금융위기에 포함

된 2011년 4월 27일에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인

2,231.47포인트, 장 마감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11년 5월 2일에 기록한 2,228.96포인트, 역대

최고 상승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포함된 2008

년 10월 30일에 기록한 115.75포인트, 역대 최고

하락치는 2008년 10월 16일에 기록한 –126.50포

인트를 나타내고 시가총액은 2011년 4월 25일에

1241조 82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

다. 또한 하루 최대의 상승률은 아시아의 금융위

기에 포함된 1998년 6월 17일에 기록한 +8.50%,

하루 최대 하락률에 기록한 1981년 1월 5일에

기록한 –13.02%, 하루 최대 상승폭은 2008년 10

월 30일에 기록한 +11.95%, 하루 최대 하락폭은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의 지역적 금융위기에 포

함된 2000년 4월 17일에 –11.63%를 기록하였으

므로 2015년 3월 현재 2,000포인트의 등락을 반

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사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붕괴

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주가를 조

사함으로써 본 연구는 저변동성의 기간과 고변

동성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용이하게 발견

할 수 있었다. 만약 본 연구가 상태를 보다 자세

하게 관찰한다면, 한국주식시장에서 각 저변동성,

위기변동성 및 고변동성의 기간이 존재함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변화

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이

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집중(volatility clustering)

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방법은 Engle(1982)과 Bollerslev(1986)에

의해 개발된 단변량 GARCH모형이다(Bollerslev,

Chou and Kroner, 1992; Bollerslev, Engle and

Nelson, 1994). 그러나 GARCH모형의 고지속성

으로 인해 부정확한 예측성과를 조정하기가 어

려울 수 있다. Diebold(1986)와 lamoureux and

Lastrapes(1990)는 고지속성이 분산과정에서 구

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를 반영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Hamilton and

Susmel(1994)은 분산의 고지속성을 모형화하기

위해 국면전환(switching-regime) ARCH

(SWARCH)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SWARCH모형에 대한 아이디어는 ARCH과정의

스케일 변화와 같은 국면의 변화를 모형화 한다

는 것이다. 또한 Cai(1994)는 미국의 재무성증권

수익률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모

형을 모수화 하였다(Turner, Startz and Nelson,

1989; Dueker, 1997; Schaller and Norden, 1997).

그리고 Ramchond and Susmel(1998)는 전세계의

주요 주식시장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변량 SWARCH모형을 적용하였다(Gomez-

Puig and Montalvo, 1997; Susmel and

Thompson, 1998).

마코브국면전환모형은 총생산(Hamilton, 1989;

Lam, 1990, 1996; Diebold and Rudebusch, 1996;

Hamilton and Lin, 1996; Huang et al., 1998),

선도와 지연지표(Hamilton and Perez-Quiros,

1996; Lin and Chen, 1998), 환율(Engle and

Hamilton, 1990; Engle, 1994), 이자율(Hamilton,

1988; Sola and Drifill, 1994; Garcia and Perron,

1996; Gray, 1996), 실업률(Bianchi and Zoega,

1998; Montgomery et al., 1998), 선도시장

(Chow, 1998) 등을 포함하는 많은 경제와 금융

시계열에 대한 변화를 모형화하기 위해 성공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 문헌을 검토하기 전에

Gray(1996)의 연구를 제외하고 마코브국면전환

의 메커니즘이 GARCH모형이 아닌 ARCH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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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 추가된다는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상태의 경로의존성으로 최대우도추정이 불가능

하다는 GARCH모형에 대한 설정에 기인된다.

구체적으로 단순 GARCH(1,1)모형에서 와 

는 각 조건부 분산과 잔차항으로 표시하여

 
 로 나타내는데 는 

에 의존할 때, 는 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기, 기, … 의 국면에

의존한다. 최대우도추정을 위해서 표본크기 인

경우, 에 대한 우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Gray(1996)의 연구는 과거 에 대한 조건부 분

산을 결합함으로써 경로의존성을 현저하게 제거

하였다. 그래서 는 단지 기의 국면에만 의존

하며 기 등의 과거의 국면에는 의존하지 않

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에 대한 AR 표시를

상쇄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모형인

SWARCH모형을 이용하여 구조적 변화와 변동

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Hamilton and Susmel(1994)에 의해 개발된 마코

브국면전환 ARCH모형, Engle(1982), Bollerslev

(1986) 및 Nelson(1991)에 의해 소개된 GARCH

류의 모형을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둔다. 첫째, 한국주식시장의

비선형성 변동성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가, 만

약 그렇다면 마코브국면전환 ARCH모형에 의해

비선형성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또는 적절

한 시장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국면이 파악

될 수 있는가? 둘째, SWARCH모형의 예측성과

가 GARCH모형의 성과보다 더욱 우수한가? 셋

째, 비대칭적 레버리지효과가 한국주식시장에 존

재하는가? 등이 있다.

Ⅱ.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두 가지로 구성한다. 첫째는 변동성

국면전환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의 구조변화가 존재

하는가를 조사하고 각 시장의 변동성의 구조적

전환점을 내생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Hamilton

and Susmel(1994)에 의해서 개발된 Markov

Switching ARCH(SWARCH)의 연구방법을 적

용한다. 둘째, SWARCH모형의 검정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시장간 동적인 연계성을 조사한

다. 따라서 이러한 SWARCH설정으로 비선형형

태로 주식시장간 동적인 연계성의 조사가 가능

하다. 더불어 다양한 결과를 결합함으로써 주식

시장의 연계성의 변화가 변동성국면에 양(+)의

방향으로 의존적인가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가

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SWARCH모형  
금융시계열의 변동성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가

장 널리 사용되는 ARCH 연구방법에 개선으로

Hamilton(1989)은 어떠한 시점에서 급변하는 변

화를 보여주는 금융시계열의 행태를 모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다. 이 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통적으로 모형의 상수에 대한 변

화에 의해서 설명된다.

여기서 더미 는 변수 에 대한 가정된

AR(1)과정의 변화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다른 국면간의 전이를 통제하는 과정을 설명

하기 위한 시계열모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측

변수 의 행태가 국면(상태)변수 의 미관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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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의해서 설명된다면 조건부 평균식인 식(1)

은 다음의 식(2)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 때, 는 이고  일 때, 

는 이다. 변동성국면은 비관측 1시차 k상태 Markov

process(            ⋯ 

≥  ≥
 

∞

 )의 결과라고 가정된다.

특히 Markov chain은 정수 [1,2,3....k]을 나타낼

수 있는 랜덤변수 의 행태를 모형화하고 이들

의 실현되는 어떤 현재가치   의 가능성이

과거가치   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각 전이확률 는 t-1시점에서 상태 라는 조건

하에 t시점에서 상태 로 전이할 확률이다. 이러

한 설정하에서 전이확률 는 상수이다. 구해진

전이확률은 다음과 같은 × 전이행렬 이

고 각 열의 합은 1이 된다.

위의 식(3)을 바탕으로 Cai(1994), Hamilton

and Susmel(1994)의 연구에서 ARCH과정이 변

수 에 대한 평균 0인 1시차 자기회귀모형의 잔

차 의 행태를 모델링하는 Markov chain을 변

동성 전환추정에 적용하여 나타내는 조건부 평

균방정식인 식(4), 잔차의 국면에 의존하는 변화

를 포착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식(5), 기본

ARCH과정(q)으로 가정된 와 평균 0과 분산 1

인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인 식(6)을 모두 결합

시켜 나타내는 조건부 분산식인 식(7)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만약  ≤이면,  ,

  이면  이다. ARCH(q)의 변수


는  일 때 상수인 과 곱하여지고

 일 때 상수인 와 곱하며,  일 때

상수인 와 곱하여 을 나타내며 는

TGARCH모형(Glosten et al., 1993)을 바탕으로

만약   이면,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존재하지 않고,  이면, 레버리지효과가 존재

하고, ≠이면 비대칭효과(asymmetric effect)

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상태 1, 상태 2, 상태 3

을 각각 저변동성국면, 위기(중간)변동성국면, 고

변동성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저변동성

국면일 때 의 결과값을 1로 표준화하면, 중간

변동성국면( )과 변동성이 가장 큰 국면

( )의 변동성의 상대적인 크기는 각각 ,

(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Hamilton and Susmel(1994)은 변동성

국면(상태)의 수를 k와 ARCH의 시차 q를 나타

내는 국면전환 변동성모형인 SWARCH-L(k,q)

모형(switching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개발하였다. 또한 파라미터

벡터를    ⋯′로 두었을 때 위와 같은

SWARCH-L(k,q)모형에서 대수우도함수는 다음

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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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 (10)

라는 제약하에서 최우법에 의해 식(8)의 우도함

수를 극대화하는 모수 을 추정하게 된다. 또한

t시점까지 관측된 정보를 기초로 한 조건부 확률

인 필터 확률(filter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것은 t시점의 상태는  , t-1시점의 상태는

, t-q시점의 상태는 인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식(9)의 경우  ⋯  가 

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식(9)도 의 확

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합은 1이 될 것이다. 그

러나 전체의 관측치가 사용되는 경우의 조건부

확률, 즉 스무더 확률(smoothed probability)은

다름과 같이 표시된다.

Ⅲ. 실증결과 
1. 자료와 예비분석결과
본 연구는 한국의 KOSPI(Kor), 미국의

S&P500(US), 러시아의 RTSL(Rus), 인도의

Sensex(Ind), 그리스의 종합지수(Gre), 이탈리아의

FTSE100(Ita), 아일랜드의 ISEQ(Ire)의 일별 종가

를 코스콤과 Yahoo 및 Google 등에서 이용한다.

전체기간은 1997년 7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1

일까지인데, 하위기간으로 1기간은 아시아의 금융

위기기간인 1997년 7월 10일부터 한국의 IMF 구

제금융 최종 상환일인 2001년 8월 23일까지, 2기

간은 러시아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7년

4월 2일부터 미국의 금융안정정책 발표일인 2009

년 2월 10일까지, 3기간은 그리스의 IMF 구제금

융 신청일인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

일까지, 4기간은 세계의 증시가 저점을 형성한 날

인 2012년 1월 2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종가는 로그와 차분으로 변환시

킨 변수, 즉  ×,   …로
나타냈다. <표 1>에서 본 연구의 신뢰도검정에

서 모든 기간의 Cronbach 값은 약 0.5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적절하여 자료가 분석에 적

합하였으나, Tukey의 비가법성검정에서 적합하

지 않고 Hotelling의 T2검정에서는 분석에 적절

하였다. 또한 타당도검정에서 표본의 적절성 측

정치를 나타내는 KMO 측정값이 약 0.5 이상으

로 분석에 적합하였고 변수간 상관행렬은 단위

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이용하는 Bartlett의 구형

성검정에서는 모두 자료간의 상관이 분석할 만

큼 적절하게 나타났다. <표 2>에 주식수익률의

평균에서 4기간의 그리스의 주식수익률의 평균

(-0.0070)이 가장 낮고 동기간의 아일랜드의 평

균(0.0010)이 가장 높고 4기간의 한국의 주식수

익률의 표준편차(0.0070)가 가장 낮고 3기간의

그리스의 표준편차(0.0986)가 가장 높았다. 왜도

는 기간별과 국가별 마다 대칭 또는 비대칭분포

로 혼재되어 나타났고, 첨도와 Jarque-Bera(JB)

값에서도 정규 또는 비정규분포로 혼재되어 보

여 주었다. 그러나 ADF 통계량이 MacKinnon

(1996)의 임계값을 초과하여 주식수익률은 단위

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3>에서 Lo and Mackinlay(1988)의 분산

비검정에서 시계열이 확률 보행한다는 귀무가설

을 검정하는 통계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

하여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Hurst(1951), Mandelbrot

(1972)의 고전적 RS모형에서도 시계열의 자기상

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통계값( )은

모두 비유의하여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고,

Lo(1991)의 수정된 RS모형에서도 시계열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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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JB ADF

전체
기간

한국 0.0002 0.0188 -0.2169 2.4048** 25.378** -6.0354**

미국 0.0001 0.0127 -0.8431** 7.4086** 245.36** -6.6037**

러시아 0.0001 0.0258 -1.0758** 8.7496** 345.04** -4.5548**

인도 0.0004 0.0160 -0.2006 -0.4780 1.6552 -4.6181**

그리스 -0.0006 0.0567 0.4314 0.8645 6.3403 -6.4111**

이탈리아 0.0001 0.0121 -0.0977 0.1493 0.2571 -5.3386**

아일랜드 0.0001 0.0138 -2.3834** 20.819** 1938.7** -5.1744**

1기간

한국 -0.0001 0.0281 -0.2169 2.4048** 25.378** -6.0354**

미국 0.0001 0.0130 -0.8431** 7.4086** 245.36** -6.6037**

러시아 -0.0008 0.0359 -1.0758** 8.7496** 345.04** -4.5548**

인도 -0.0002 0.0187 -0.2006 -0.4780 1.6552 -4.6181**

그리스 -0.0008 0.0289 0.4314 0.8645 6.3403* -6.4111**

이탈리아 0.0001 0.0118 -0.0977 0.1493 0.2571 -5.3386**

아일랜드 0.0003 0.0120 -2.3834** 20.819** 1938.7** -5.1744**

2기간

한국 -0.0004 0.0210 -0.1374 -0.0014 0.3210 -6.6736**

미국 -0.0008 0.0224 -0.1210 0.1476 0.3416 -5.7967**

러시아 -0.0022 0.0336 0.0588 -0.2262 0.2764 -5.9732**

인도 -0.0001 0.0260 -0.0300 1.2268** 6.4119* -6.5985**

그리스 -0.0052 0.0488 0.9203** 4.3053** 93.175** -7.0590**

구 분

신뢰도 타당도

Cronbach 
Tukey 비가법성

검정
Hotelling T2

검정
KMO
측정값

Bartlett
구형성 검정

F값 F값 χ2값

전체기간 0.634 6877** 2.557 0.557 173.3**

1기간 0.577 518.8** 3.307 0.568 181.2**

2기간 0.531 253.2** 6.474 0.534 152.1**

3기간 0.649 2520** 0.872 0.519 142.3**

4기간 0.521 1457** 3.319 0.508 122.7**

기억(장기의존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통계값( )은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여 장기기억

이 존재하지 않아 시계열은 효율적이었다. 그리

고 Fama(1965)의 Run 검정(Wald-Wolfowitz 검

정)에서는 시계열이 무작위로 추출된다는 귀무가

설을 검정하는 통계값이 모두 비유의하여 시계

열이 효율적이었다. 지속성과 관련된 장기기억모

형인 ARFIMA()(Granger and Joyeux, 1980)

을 살펴보면, 장기기억의 정상적 과정을 보여주

는 모든 기간의 변수들의 AR(, =1)의 추정계

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

두 정상적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평균회귀과정

을 나타내는 2와 3기간의 그리스(0.6805, 0.5816),

비유의한 3기간의 러시아를 제외하고 시계열의

 추정치가 모두 의 범위에 있어 장기

기억 또는 장기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표 1>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결과

*:p<.05, **:p<.01

<표 2>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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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M-V/R HM-R/S Lo-R/S Run ARFIMA(): 

통계값 통계값

( )

통계값( ) 통계값
통계값

n=10 n=20 q=10 q=20 AR( , =1)  MA( , =1)

전
체
기
간

한국 0.7264 0.5384 0.9571 1.2160 1.3423 -0.6196 0.3621** 0.4092** -0.7463**

미국 0.4232 0.4531 0.9252 1.4450 1.5094 -0.5068 0.2377** 0.3774** -0.6290**

러시아 0.9389 1.2686 1.2804 1.4122 1.2887 -2.1998* 0.5012** 0.2956** -0.7003**

인도 1.5725 1.1742 1.1972 1.0134 1.3092 -1.3965 0.4016** 0.3351** -0.6950**

그리스 0.9475 0.6218 0.9667 1.0643 1.4007 -1.3965 0.4284** 0.3550** -0.7212**

이탈리아 1.0859 1.4079 1.1564 1.1804 1.1573 -0.1652 0.3753** 0.3447** -0.6756**

아일랜드 0.9162 1.0973 0.9742 1.0723 1.0807 -1.5304 0.4309** 0.3575** -0.7434**

1
기
간

한국 0.7264 0.5384 0.9571 1.2160 1.3423 -0.6196 0.4077** 0.2697** -0.6540**

미국 0.4232 0.4531 0.9252 1.4450 1.5094 -0.5068 0.4134** 0.1341** -0.5262**

러시아 0.9389 1.2686 1.2804 1.4122 1.2887 -2.1998* -0.3769** 0.0611** 0.4955**

인도 1.5725 1.1742 1.1972 1.0134 1.3092 -1.3965 0.6219** 0.0296** -0.5953**

그리스 0.9475 0.6218 0.9667 1.0643 1.4007 -1.3965 -0.7990** 0.0687** 0.8289**

이탈리아 1.0859 1.4079 1.1564 1.1804 1.1573 -0.1652 -0.6653** 0.0524** 0.7039**

아일랜드 0.9162 1.0973 0.9742 1.0723 1.0807 -1.5304 0.5644** 0.2408** -0.7316**

2
기
간

한국 0.9053 0.6770 0.8798 0.9606 1.1107 -0.4653 0.3382** 0.3264** -0.6322**

미국 0.5808 0.6957 0.9450 1.2333 1.2474 2.8048** 0.2328** 0.4645** -0.6981**

러시아 1.1056 1.4832 1.5121 1.5331 1.4586 0.6166 0.3170** 0.4074** -0.6511**

인도 0.9145 0.7856 1.0040 1.1557 1.3092 -1.7708 0.3568** 0.4716** -0.7780**

그리스 0.6520 0.6310 0.9474 1.2764 1.3946 -0.3962 0.2409** 0.6805** -0.8803**

이탈리아 0.5087 0.6716 1.1712 1.7084 1.6409 1.0172 0.3077** 0.3625** -0.6282**

아일랜드 1.2520 0.8995 1.2885 1.2560 1.6473 -0.9857 0.3952** 0.4431** -0.7569**

3
기
간

한국 1.1514 1.4099 1.3676 1.3238 1.2360 0.1999 0.4890** 0.2645** -0.7086**

미국 0.5045 0.2809 0.8462 1.2927 1.8212 -0.3659 0.4083** 0.2931** -0.6470**

러시아 1.2417 0.9143 1.0107 1.0012 1.2480 -0.5851 0.9814** 0.0027 -1.0539**

이탈리아 -0.0008 0.0190 -0.5548* 3.2095** 49.011** -7.6501**

아일랜드 -0.0023 0.0262 0.0540 0.1559 0.1529 -5.2981**

3기간

한국 -0.0001 0.0139 -0.2486 -0.2075 1.2338 -5.3225**

미국 0.0003 0.0121 0.2350 1.3894** 9.1436** -6.2704**

러시아 0.0004 0.0175 -0.1146 0.3993 0.9012 -5.6035**

인도 -0.0001 0.0117 0.0639 0.0538 0.0818 -5.7256**

그리스 0.0009 0.0986 -0.3166 5.6185** 135.87** -5.6453**

이탈리아 -0.0001 0.0124 0.2812 1.4267** 9.9953** -5.0391**

아일랜드 0.0002 0.0131 0.0259 0.6018 1.5510 -6.0842**

4기간

한국 0.0001 0.0070 0.2843 -0.0072 1.3750 -6.0335**

미국 0.0006 0.0073 0.1534 1.1947* 6.4670* -6.1386**

러시아 -0.0008 0.0192 -0.1061 0.2682 0.4972 -6.1659**

인도 0.0006 0.0094 0.0567 0.3373 0.5381 -5.3192**

그리스 -0.0070 0.0712 0.3458 2.0854** 20.516** -5.7029**

이탈리아 0.0002 0.0078 -0.1781 0.2029 0.7143 -6.4451**

아일랜드 0.0010 0.0092 0.0642 0.0782 0.0961 -6.9615**

*:p<.05, **:p<.01, JB; Jarque-Bera, ADF; Augmented Dickey Fuller

<표 3> 분산비검정, RS검정 및 ARFIMA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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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2258 1.4096 1.2357 1.1934 1.1873 -1.7966 0.4282** 0.2254** -0.6291**

그리스 0.9158 1.2221 1.6885 1.8102 1.7674 -0.1528 0.3052** 0.5816** -0.8460**

이탈리아 0.9294 1.0776 1.0405 1.1999 1.2258 -0.9857 -0.2229** 0.0691** 0.2713**

아일랜드 0.5378 0.4876 0.8268 1.0795 1.2400 1.6409 0.4053** 0.1596** -0.5156**

4
기
간

한국 0.9144 0.9259 1.1228 1.2569 1.3524 1.0172 -0.4014** 0.0693** 0.4345**

미국 0.9027 0.9682 1.3571 1.5271 1.5396 -1.7480 1.1352** 0.0356** -1.1843**

러시아 1.2386 1.8002 1.3711 1.3261 1.2013 -0.1381 0.3253** 0.3517** -0.6490**

인도 1.1726 1.1412 1.1818 1.1964 1.3100 0.1999 0.3308** 0.3201** -0.5940**

그리스 0.7932 0.4205 1.0469 1.3048 1.9334* 1.0042 0.2084** 0.4865** -0.6484**

이탈리아 0.7165 0.6630 1.0183 1.1769 1.0935 1.2175 0.9860** 0.0309** -1.0280**

아일랜드 0.7293 0.5226 0.8106 1.0054 1.2551 -1.5867 0.4402** -0.0454** -0.3772**

*:p<.05, **:p<.01, LM; Lo and Mackinlay, HM; Hurst/Mandelbrot, ARFIMA; AutoRegressive Fractionally Integrated Moving

Average

2. 비대칭 SWARCH 모형의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단변량 비대칭

AR(1)-SWARCH-L(3,2) Student-t 모형은 조건

부 분산식에 3개 상태(또는 국면), 즉 저변동국

면은 1, 위기변동국면은 2, 고변동국면은 3으로

두고, 2개 시차(lag)의 ARCH효과를 나타내는

ARCH(1), ARCH(2)를 추가하고 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와 비대칭효과(asymmetric

effect)의 존재를 파악하고 로그우도함수의 최대

값에 바탕을 둔 Markov Switching Parameters

와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각 주식시장에 대한 <표 4>의 AR(1)-

SWARCH-L(3,2) Student-t 모형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건부 평균식에서 일부의 한국,

그리스 및 이탈리아를 제외한 계수 와 는 통

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둘째, 조

건부 분산식의 , , 의 값은 3개의 변동성국

면에서 상대적인 분산크기를 나타낸다. 먼저 한

국의 경우,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은

0.0002()를 0.0001()로 나누어 산출된 2배의

분산증가를 보여 주고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0.0008()을 0.0001()로 나눈 결과

8배의 분산증가를 나타내었다. 미국,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

으로 변화가 없으나,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각 6배, 5배, 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러시아, 인도, 그리스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으로 각 3배, 2배, 3.7배의 분산증가를

보여 주고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각 14배, 7배, 14.7배의 분산이 증가되었다. 따라

서 일별의 7개 주식시장에 대한 다른 변동성국

면간의 유의한 국면전환은 주식시장의 상당한

위험의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7개의 주식시장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점프는 0.0003

()/0.0001()의 결과로 3배의 위험증가를 나타

내고 또한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전환은

0.0013()/ 0.0001()의 결과로 상태 1 보다 13

배 만큼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상태 1, 상태 2, 상태 3을 각 저변동성국

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전환의 규모는 전통적인

ARCH모형에서 발견되는 고변동성의 지속성에

대한 주원인인 누락된 구조적 변화의 효과를 나

타낸다. 넷째, ARCH(1)과 ARCH(2)효과를 나타

내는 계수 , 에서 한국, 미국, 인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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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1

state 1(1) state 2(1) state 3(1) state 1(2) state 2(2) state 3(2)

t

state 1 0.9964** 0.0034** 0.0296** 0.9941** 0.0033** 0.0050**

state 2 0.0024** 0.9931** 0.0338** 0.0043** 0.9932** 0.0146**

state 3 0.0012** 0.0035** 0.9366** 0.0016** 0.0035** 0.9804**

duration 278 145 16 169 148 51

state 1(3) state 2(3) state 3(3) state 1(4) state 2(4) state 3(4)

는 모두 유의하고, 그리스는 ARCH(1)효과, 러시

아와 아일랜드는 ARCH(2)효과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그리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식시장

의 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레버리지

와 비대칭효과는 존재하였다. 또한 전이확률 

부터 까지를 결정하는 결정요소인 부터

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주식시장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AR(1)-SWARCH-L(3,2) Student-t 모형의 모수추정치

구분 한국 미국 러시아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0.0007** 0.0007** 0.0010** 0.0008** -0.0005 0.0004** 0.0007**

 0.0276 -0.0561** 0.0880** 0.0790** -0.0241 -0.0211 0.0513**

 0.0001** 0.0001** 0.0001** 0.0001** 0.0003** 0.0001** 0.0001**

 0.0002** 0.0001** 0.0003** 0.0002** 0.0011** 0.0001** 0.0001**

 0.0008** 0.0006** 0.0014** 0.0007** 0.0044** 0.0005** 0.0005**

 -0.0495** -0.0575** 0.0025 -0.0252** 0.1181** -0.0591** 0.0189

 0.0729** 0.1318** 0.0888** 0.0637** 0.0287 0.0729** 0.1011**

 0.1146** 0.1541** 0.1465** 0.1519** -0.0032 0.1379** 0.0660*

 14.478** 6.9887** 6.1821** 7.3981** 11.506** 11.502** 11.495**

 9.7805** 1.6569** 1.4259 2.5293** 6.4204** 6.9251** 6.7917*

 -0.0894 0.5387 0.5406 0.0155 0.1369 0.2577 -0.0710

 4.8821** 5.7091** 5.2223** 4.6180** 5.2016** 5.0581** 5.4920**

 -20.855* -9.6357** -31.021 -24.494 -14.005** -13.240** -17.625**

 -4.5975** -3.9983** -4.4760** -3.5730** -4.6213** -3.6685** -4.4527**

LL 11156 13122 10122 12070 5625 13788 12815

*:p<.05, **:p<.01

<표 5>의 평균전이확률(mean transition

probability)의 검정결과에서 살펴보면, 첫째, 한

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저변동성국면(state 1)의

지속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

동성국면(state 1)과 위기변동성국면(state 2)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일 확률은 거의 1에 가깝고, 전기에 고변동성국

면(state 3)에서 당기에도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약 0.94로 추정되었다.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

국면, 고변동성국면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278,

145, 16일로 저변동성국면의 지속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 AR(1)-SWARCH-L(3,2) Student-t 모형의 평균전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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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1 0.9891** 0.0090** 0.0435** 0.9878** 0.0157** 0.0057**

state 2 0.0083** 0.9818** 0.0424** 0.0106** 0.9684** 0.0628**

state 3 0.0026** 0.0092** 0.9141** 0.0016** 0.0159** 0.9315**

duration 92 55 51 82 32 15

state 1(5) state 2(5) state 3(5) state 1(6) state 2(6) state 3(6)

state 1 0.9908** 0.0084** 0.0195** 0.9957** 0.0037** 0.0049**

state 2 0.0075** 0.9830** 0.1697** 0.0030** 0.9925** 0.0203**

state 3 0.0017** 0.0086** 0.8108** 0.0013** 0.0038** 0.9748**

duration 109 59 5 233 133 40

state 1(7) state 2(7) state 3(7)

state 1 0.9829** 0.0065** 0.0133**

state 2 0.0095** 0.9869** 0.0163**

state 3 0.0076** 0.0066** 0.9704**

duration 58 76 34

*:p<.05, **:p<.01, 위첨자 (1) 한국 (2) 미국 (3) 러시아 (4) 인도 (5) 그리스 (6) 이탈리아 (7) 아일랜드

둘째, 미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

지로 위기변동성국면의 지속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 및

고변동성국면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모두 거

의 1에 가깝게 추정되었다. 저변동성국면, 위기

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169, 148, 51일로 저변동성국면의 지속기간이

다른 국면에 비해 더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 셋째, 러시아의 주식시장의 경우, 저변동성국

면의 지속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국면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일 확률은 거의

1에 가깝고 전기에 고변동성국면에서 당기에도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약 0.91로 추정되었다.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92, 55, 51일로 저변동성

국면의 지속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넷째, 인도의 주식시장의 경우, 저변동

성국면의 지속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국면일 때, 당기에

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일 확률은

거의 1에 가깝고 전전기에 고변동성국면에서 당

기에도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약 0.93으로 추정

되었다.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

국면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82, 32, 15일로 저

변동성국면의 지속기간이 더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그리스의 주식시장의 경우,

저변동성국면의 지속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국면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일 확률은

거의 1에 가깝고 전기에 고변동성국면에서 당기

에도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약 0.81로 추정되었

다.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

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109, 59, 5일로 저변동

성국면의 지속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섯째, 이탈리아의 주식시장의 경

우, 저변동성국면의 지속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 및 고변

동성국면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

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모두 거의 1

에 가깝게 추정되었다.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

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의 기대지속기간은 각 약

233, 133, 40으로 저변동성국면의 지속기간이 매

우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곱째, 아일랜

드의 주식시장의 경우, 저변동성국면의 지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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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가 저변동성과

위기변동성 및 고변동성국면일 때, 당기에도 각

저변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일

확률은 모두 거의 1에 가깝게 추정되었다. 저변

동성국면, 위기변동성국면, 고변동성국면의 기대

지속기간은 각 약 58, 76, 34일로 위기변동성국면

의 지속기간이 더 장기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구조적 변화의 추정 및 안전성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7개 주식수익률의 구조적 관계

를 검정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0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조적 변화가 존

재하는지를 <표 6>의 Chow 검정(: No

Structural Change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다음

으로 반복적(축차적) 잔차(recursive residuals)를

추정하여 1-Step과 N-Step 예측오차검정,

CUSUM(Cumulative sum of recursive residuals)

검정, CUSUMSQ(CUSUM of squares)검정(:

Parameter Stability)을 실시한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그림 1>부터 <그림 7>까지의 7개 주식시

장의 안정성검정(stability tests)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특정 시점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Chow검정이

있다(Chow, 1960). 이 검정은 2개 이상의 시계열

하위자료로 구성한 모형의 추정치가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표본

을 통하여 얻는 잔차제곱합과 분할된 표본의 잔

차제곱합을 F-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는 방식이

다(Greene, 2003). Chow검정은 선험적으로 구조

적 변화시점을 전제하여야 하는 반면, 반복적 회

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구조적 변

화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시점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N-Step

예측오차검정과 Chow검정을 비교하였다.

<표 6>에서 Chow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의 IMF 구제금융 최종 상환일인 2001년 8월 23

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기 대출회사인 뉴센

트리 파이넨셜(주)이 파산신청한 날인 2007년 4

월 2일, 미국정부의 금융안정정책을 발표한 날인

2009년 2월 10일, 그리스의 구제신청일인 2010년

4월 13일, 2010년의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

계의 증시가 저점을 형성한 날인 2012년 1월 2

일을 구조적 전환점(structural breakpoints)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Chow 전환점 F값이 각각

1.9480, 1.5182, 1.1345, 0.8698, 0.7489이고, 로그우

도비율(값)은 각각 13.661, 21.312, 23.924,

24.499, 26.410이며 Wald-값은 각각 13.636,

21.255, 23.825, 24.345, 26.213으로 전환점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비유의하

여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

아의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8월 23일, 2003년

의 러시아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7년 4월 2일, 미국의 안정화정책이 시도된

2009년 2월 10일, 그리스의 위기가 정점에 달한

2010년 4월 1일, 글로벌 증시가 하락된 2012년 1

월 2일에 7개 주식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

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에서 한국의 경우, 반복적 잔차

(recursive residuals)와 관련된 1-Step과 N-Step

예측오차 검정결과에서 실선으로 나타나는 부분

은 반복적 회귀계수값의 잔차이며, 점선은 2 표

준오차를 나타내고 그림 하단 부분의 동그라미

는 각 1%, 5%, 10% 등에서 계수값의 안정성을

기각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1-Step 검정결과에서

1997년 7월부터 2004년 4월말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기간과 관련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

까지 계수값이 안정 또는 불안정하고 2011년 8

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의 모두 안정적이었고,

N-Step 결과에서 1997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계

수값이 안정 또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7

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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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 CUSUM 검정결과에서는 계수값이 모두 점

선내에 있어 안정적이었고, 또한 CUSUMSQ검

정에서는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1997년 12월

말부터 2011년 6월초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

간의 계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미국의 경우, 1-Step 검정결과

에서 1997년 7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계수값

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고 2003년 3월

초부터 2006년 11월말까지 안정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이 포함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초까지는 안정 또는 불안정이 반복되고 2011

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불안정하고 2011년 12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8월

말까지, 1999년 4월중부터 2003년 3월말까지,

2000년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2001년 11월중부

터 2002년 5월중까지, 2004년 1월초부터 2008년

6월말까지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과와는 일치하

지 않았다. CUSUM 검정결과에서는 계수값이 모

두 점선내에 있어 안정적이었고, CUSUMSQ검정

에서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2004년 9월말부터

2008년 6월중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간의 계

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러시아의 경우, 1-Step 검정결

과에서 1997년 7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2003

년 7월중 부터 2010년 3월중까지의 계수값이 안

정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10월말까지의 계수값

이 안정 또는 불안정하고, 2007년 1월중부터 2008

년 8월말까지 계수값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 CUSUM 검정결과에서는 계수값이 벗어난

2001년 11월중부터 2008년 8월말까지 불안정하고,

CUSUMSQ검정에서도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1998년 7월중부터 2005년 4월말까지, 2008년 10월

중부터 2010년 7월중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

간의 계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 인도의 경우, 1-Step 검정결과

에서 1997년 7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2002년

12월중부터 2004년 1월중까지, 2005년 2월부터

2008년 11월말까지의 계수값이 안정적이면서 동

시에 불안정하였으나, 2008년 12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N-Step 결과에

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4월말까지, 2005년

12월중부터 2007년 12월중까지 계수값이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CUSUM 검정결과에서는

계수값이 모두 점선내에 있어 안정적이고,

CUSUMSQ검정에서는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1998년 8월중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간의 계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그리스의 경우, 1-Step 검정결

과에서 1997년 7월부터 2001년 12월중까지, 2005

년 1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계수값이 안정

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였으나, 2002년 1월초

와 2004년 12월말까지는 거의 안정적으로 나타

났다.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2010

년 8월중까지의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매우 불안

정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

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CUSUM 검정결과에서

는 계수값이 모두 점선내에 있어 안정적이고,

CUSUMSQ검정에서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1998년 8월말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간의 계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1-Step 검정

결과에서 1997년 7월부터 2003년 5월중까지,



마코브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 29

구 분
F-statistic Log likelihood ratio Wald statistic

Breakpoints

2001년 8월 23일 Fchow(7,3865), 1.9480 Chi-Square(7), 13.661 Chi-Square(7), 13.636

2007년 4월 2일 Fchow(14,3858), 1.5182 Chi-Square(14), 21.312 Chi-Square(14), 21.255

2009년 2월 10일 Fchow(21,3851), 1.1345 Chi-Square(21), 23.924 Chi-Square(21), 23.825

2010년 4월 1일 Fchow(28,3844), 0.8698 Chi-Square(28), 24.499 Chi-Square(28), 24.345

2012년 1월 2일 Fchow(35,3837), 0.7489 Chi-Square(35), 26.410 Chi-Square(35), 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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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중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계수값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였으나, 2003년 6

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2002년 9월

말까지, 2004년 3월초부터 2008년 12월초까지 계

수값이 불안정하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2008년 12월말부터 2011년 5월중까지 계

수값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7개의 주식시장

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Chow

검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CUSUM 검정결

과에서는 계수값이 점선내에 있어 안정적이고,

CUSUMSQ검정에서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2000년 12월초부터 2002년 6월말까지, 2004년 10

월말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간의 계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7>에서 아일랜드의 경우, 1-Step 검정

결과에서 1997년 7월부터 2004년 4월중까지, 2006

년 1월초부터 2011년 12월말까지의 계수값이 안

정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하고, 2004년 5월초부터

2005년 12월말까지의 계수값이 안정적으로 나타

났다. N-Step 결과에서는 1997년 7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의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매우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나 7개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전의 Chow 검정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CUSUM 검정결과에서는 계수

값이 점선내에 잇어 안정적이고, CUSUMSQ검정

에서 계수값이 점선을 벗어난 2000년 5월중부터

20081년 7월말까지 불안정하고 이외의 기간의 계

수값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6> Chow 검정결과

*:p<.05, **:p<.01

<그림 1> 한국의 안정성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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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안정성 검정결과

<그림 3> 러시아의 안정성 검정결과

<그림 4> 인도의 안정성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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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리스의 안정성 검정결과

<그림 6> 이탈리아의 안정성 검정결과

<그림 7> 아일랜드의 안정성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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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귀무가설

우도비통계량()

전체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①

한국은 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시에 타

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1722.1** 188.55** 18.919** 186.15** 493.06**

②
한국은 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1327.9** 68.026** 8.9842** 42.403** 168.96**

③
한국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350.11** 7.4668* 17.903** 7.9724* 45.441**

④
한국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101.39** 7.9376* 18.243** 14.737** 59.633**

⑤
한국은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477.23** 7.5608* 63.769** 7.6794* 71.040**

⑥
한국은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51.723** 7.7817* 6.5698** 9.8778* 29.269**

⑦
한국은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178.27** 7.9114* 7.3011** 7.8514* 10.217**

⑧
한국은 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231.42** 9.8998* 56.395** 7.1897* 20.083**

⑨
한국은 타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431.33** 99.894** 397.18** 136.23** 323.95**

⑩
한국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57.624** 13.160** 7.5734* 15.470** 25.196**

⑪
한국은 러시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177.27** 14.084** 8.6733* 7.4846* 16.044**

⑫
한국은 인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83.572** 37.708** 24.186** 56.651** 51.776**

⑬ 한국은 그리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32.689** 11.414** 7.8156* 18.101** 43.463**

4. 우도비 검정결과
다변량 비대칭 BEKK모형의 우도비 검정결과

를 나타내는 <표 7>의 검정결과, 한국의 주식시

장의 변동성은 각 6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변동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시에 각 6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①부터 ⑮까지의 모든 귀무가설은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기각되었다. 그러므

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에서 각 6개 국가로,

또는 각 6개 국가에서 한국으로의 전이를 통해

적어도 다른 주식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각 6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도비검정을 통해 각 6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 한국의 주식시장

의 변동성으로의 전이와 한국과 6개 국가의 주

식시장의 변동성간 여러 방향의 반응을 관찰함

으로써 한국과 타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의

여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7> 우도비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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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⑭
한국은 이탈리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19.386** 19.521** 32.026** 24.277** 12.562**

⑮
한국은 아일랜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49.227** 12.352** 277.46** 14.775** 142.13**

*:p<.05, **:p<.01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Hamilton and Susmel(1994)에 의

해 개발된 계량경제학적 모형인 마코브국면전환

ARCH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주식시장의 구조

적 변화와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WARCH-L(3,2) 모형의 검정결과에서

한국은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은 2배,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8배의 분

산증가를 나타내었다. 미국, 이탈리아 및 아일랜

드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으로 변화

가 없으나, 상태 1에서 상태 3으로의 국면전환은

각 6배, 5배, 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러시아, 인

도, 그리스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의 국면전환으

로 각 3배, 2배, 3.7배이고, 상태 1에서 상태 3으

로의 국면전환은 각 14배, 7배, 14.7배의 분산이

증가되었다. 또한 평균값의 결과, 상태 1에서 상

태 2로의 점프는 3배이고, 상태 1에서 상태 3으

로의 전환은 13배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인도, 이탈리아는

ARCH(1)과 ARCH(2)효과를 나타내었고 그리스

를 제외한 모든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와 비대

칭효과는 존재하였다.

둘째, 평균전이확률의 검정결과에서 한국의 저

변동성국면의 지속성(278일)이 가장 커서 장기적

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으로 저변동성국면의

이탈리아(233), 미국(169) 등의 순이었고, 동일한

변동성국면간의 확률은 거의 1에 가까워 높은

지속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Chow 검정결과에서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8월 23일, 2003년의 러시아와 미

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7년 4월 2일,

미국의 안정화정책이 시도된 2009년 2월 10일,

그리스의 위기가 정점에 달한 2010년 4월 1일,

글로벌 증시가 하락된 2012년 1월 2일에 7개 주

식수익률간에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였다. 또한

1-Step 예측오차 검정결과에서 러시아를 제외하

고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의 금융위기동안

대부분 주식수익률이 불안정하고, 한국을 제외하

고 2007년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다른

주식수익률이 불안정하고, 한국, 미국, 러시아 및

인도를 제외하고 2010과 2011의 유럽발 금융위

기의 대부분의 주식수익률도 불안정하고,

N-Step 검정결과에서는 1997년 10월말의 한국과

러시아, 1998년 9월부터 1999년 4월까지와 2000

년 3월부터 5월까지,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미국,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인도, 2002년 9월부

터 2004년 3월까지의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부

분의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아시아와 글로벌

금융위기동안 다른 주식수익률이 불안정하였다.

반면에 CUSUM검정에서는 아시아의 위기인

1997년과 1998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2001

년 11월부터 2008년 8월말의 불안정적인 러시아

를 제외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모든 주식수익

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CUSUMSQ검정에서

는 199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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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유럽발 금융위기 동안에 대부분의 주

식수익률이 국가별로 안정과 불안정이 혼재하였

다.

넷째, 우도비 검정결과를 통해 각 6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동

성으로의 전이와 한국과 6개 국가의 주식시장의

변동성간 여러 방향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한

국과 타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간의 여러 관련

성을 확인하였다.

공헌점으로 본 연구는 마코브국면전환 ARCH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와 글로벌 및 유럽발 금

융위기기간 동안, 첫째, 주식시장의 고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에피소드 또는 사건들을 파악하였고,

둘째,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의 지속성에서 저변동

성국면에서 위기변동성국면으로의 전환보다는

고변동성국면으로의 국면전환으로 분산이 더욱

증가되었고, 셋째, 국가별 기간별 동일하지는 않

을지라도 고변동성국면은 1990년대 말 이후의

비즈니스 불경기와 관련이 있고, 넷째, 주식수익

률의 하락이 증가보다 더 큰 변동성을 유발한다

는 레버리지와 비대칭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

악하였으며, 다섯째, Lamoureux and Lastrapes

(1990)은 변동성의 지속성의 발생원인이 주식수

익률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주식시장의 구조

적 위험의 변화로 인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고 Ané and Ureche-

Rangau(2006)에서 언급된 다양한 비선형의 국면

전환모형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시사점으로 첫째, Hamiton(1989)의 마코브전

환모형을 ARCH모형(Engle, 1982)과 결합하여

시장간 동적인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고, 둘째,

SWARCH모형을 상태공간모형 등의 모형과 관

련시킬 수 있는 연구로 확장하는데 도움을 제공

할 수 있고, 셋째, SWARCH모형을 통해 한국의

주식수익률과 다른 시장과의 분산과정을 추정가

능하며, 경제나 주식시장의 구조변동으로 말미암

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이질적인 분포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상호 다른 분산국면의 확률적

식별이 가능하다.

한계로는 주별, 월별, 신흥국 등의 자료를 이

용하지 못하였고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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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olatility of Global Stock Markets using Markov Regime

Switching model

Lee, Kyung-Hee*․Kim, Kyung-Soo**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changes and volatility in the global stock markets using a

Markov Regime Switching ARCH model developed by the Hamilton and Susmel (1994).

Firstly, the US, Italy and Ireland showed that variance in the high volatility regime was more

than five times that in the low volatility, while Korea, Russia, India, and Greece exhibited that

variance in the high volatility regime was increased more than eight times that in the low. On

average, a jump from regime 1 to regime 2 implied roughly three times increased in risk, while the

risk during regime 3 was up to almost thirteen times than during regime 1 over the study period.

And Korea, the US, India, Italy showed ARCH(1) and ARCH(2) effects, leverage and asymmetric

effects.

Secondly, 278 days were estimated in the persistence of low volatility regime, indicating that the

mean transition probability between volatilities exhibited the highest long-term persistence in

Korea.

Thirdly, the coefficients appeared to be unstable structural changes and volatility for the stock

markets in Chow tests during the Asian, Global and European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1-Step

prediction error tests showed that stock markets were unstable during the Asian crisis of

1997-1998 except for Russia, and the Global crisis of 2007-2008 except for Korea and the European

crisis of 2010-2011 except for Korea, the US, Russia and India. N-Step tests exhibited that most

of stock markets were unstable during the Asian and Global crisi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Asian crisis in CUSUM tests, while stock markets were stable until the late 2000s except for some

countries. Also there were stable and unstable stock markets mixed across countries in CUSUMSQ

test during the crises.

Fourthly, I confirmed a close relevance of the volatility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stock markets through the likelihood ratio tests.

Accordingly, I have identified the episode or events that generated the high volatility in the

stock markets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for all seven stock markets the significant switch

between the volatility regimes implied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market risk. It appeared that

* Ph.D. Candidate, Dep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hl@kangwon.ac.kr

** Professor, Dept. of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willdoit@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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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stock market volatility was related with business recession at the beginning in 1990s. By

closely examining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economical events in the global countries, I found

that the results of Lamoureux and Lastrapes (1990) were consistent with those of this paper,

indicating there were the structural changes and volatility during the crises and specificly every

high volatility regime in SWARCH-L(3,2) student t-model was accompanied by some important

policy changes or financial crises in countries or other critical event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 sophisticated nonlinear models are needed to furth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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