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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의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동조화 현상은 주로 시계열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시가 총액이 큰 주요 국가들의 대표적 주가 지수들을 대상으

로 상관계수를 구하고, 이러한 상관계수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1. 서론
1970년대부터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

라 자본시장의 규제완화와 함께 개방의 폭이 확대되

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개방화를 급속히 추진하

면서 한 국가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더 이상 독립

적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움직

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7년 이후에는 세계

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위

기 등 특정사건이 각국의 주식시장 사이의 동조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

기지 사태는 주요국 주식시장들의 동반 급락을 야기

하면서 이들 사이의 동조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자본시장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초기 연구

로 Agmon(1972)은 독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주간

과 월간의 주가수익률을 분석하여 4개 국가의 자본

시장이 상호연관은 되어 있지만 선도-후행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5]. Eun과 Shim(1989)은 미국 등 9개

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7]. 1997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아

시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어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주가가 급략하였다. Cha와 Oh(2000)는 1980~1998년

에 아시아의 4개 신흥국가(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

만)의 주식시장과 미국, 일본 주식시장 간의 상호

관련성을 VAR 모형으로 분석하여, 미국과 일본 주

식시장이 아시아 4개 신흥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

향력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였다[6]. 김정렬과

김상봉(2008)은 변동성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는

EGARCH(Exponential GARCH) 모형으로 중국, 일

본,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변동성

이전효과를 살펴보았다[3].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계열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동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 논문

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1,2,4]. 시가총액이 큰 주요 국가들의 대표적 주가

지수들을 선정한 후 상관계수를 구하고, 이러한 상

관계수를 링크의 가중치로 설정하여 네트워크를 구

성한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기 1개월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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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5일부터 2010년 8월 14일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의 회원국의 주요 대표지수들인 독일(DAX), 러

시아(RTSI), 멕시코(IPC), 미국(S&P 500), 브라질

(BOVESPA), 아르헨티나(MERVAL), 영국(FTSE

100), 이탈리아(FTSE MIB), 인도(BSE SENSEX),

인도네시아(Jakarta COMPOSITE), 일본(NIKKEI

225), 중국(Shanghai COMPOSITE), 캐나다

(S&P/TSX), 프랑스(CAC 40), 한국(KOSPI), 호주

(ALL ORDINARIES)의 일별 종가 데이터를 분석한

다.

2.2 네트워크 분석
두 개 국가들 사이의 단기 상관관계를 7일간의 상

관계수로 구하여 지난 2년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0.6

이상인 경우에 링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계 증시 네트워크

2.2.1 연결구조 탐색
세계 증시 네트워크는 16개의 노드와 39개의 링크

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증시

는 고립된 노드로 나타났다. 고립된 노드를 제외한

컴포넌트의 수는 2개로 가장 큰 컴포넌트는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 10개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의

컴포넌트는 한국, 일본, 호주의 3개 국가로 구성되었

다.

2.2.2 중심성 탐색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는 평균이 0.231, 표

준편차 0.17, 최대값 0.448이며, 연결 중심화 지수

(degree centralization index)는 23.078%로 나타난

다. [그림 2]는 연결중심성을 동심원으로 표시한 것

으로 가운데에는 연결중심성의 최대값 0.448을 가지

는 프랑스가 위치한다.

[그림 2] 연결중심성

한편 노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는

평균이 0.005, 표준편차 0.006, 최대값 0.025이며, 매

개중심화 지수(betweenness centralization index)는

0.021%이다. [그림 3]은 매개중심성을 동심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매개중심성의 최대값 0.025를 가지는

프랑스가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림 3] 매개중심성

2.2.3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
네트워크 관점에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주목

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리만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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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15일 이전 5일과 이후 5

일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상관계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위기 이전 0.450 0.368 0.977 -0.597

위기 이후 0.728 0.208 0.986 0.095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크게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작아지면서 증시의 동조

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변

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 4] 금융위기 이전 네트워크

[그림 5] 금융위기 이후 네트워크

[그림 4]와 [그림 5]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증시 동조화 현상

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러시아, 멕시코, 일본, 중국과 상관계수가 0.5 이상으

로 나타나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와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3.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국가들

의 공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을 강

화하였다는 것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

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소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일별 종가 데이터를 기반으

로 분석하였는데,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더 짧은 시간 간격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2년

간의 데이터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면 금융위기와 네트워크 구조에 대

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2007.

[2]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7.

[3] 김정열, 김상봉, “중국․미국․일본 주식시장에

서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

효과 분석”, 경제연구, 제26권, pp. 1-28, 2008.

[4]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02.

[5] T. Agmon, "The relation among eqity

markets: A study of share price

co-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e Journal

of Finance, 27(4), pp. 839-855, 1972.

[6] Baekin Cha and Sekyung Oh,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ed equity markets

and the Pacific Basin's emerging equity

market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9(4), pp. 299-322, 2000.

[7] Cheol S. Eun and Sangdal Shim,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Stock Market Movement",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4(2), pp. 241-256,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