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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United States)에서 시작된 위기는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전이가 되었으며 유럽(Europe)의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들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동조화(Coupling)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으며 다양한 금융정책(Financial policy)들의 혼동 속에 

더욱 증가되었고, 이러한 위기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과 맥락을 함께 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며 한 국가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어디로 전이(Transmission) 될지 모른다. 만약 

이러한 전이들이 세계적으로 동조화 된다면, 어떠한 정보도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정책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안정성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시장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정보 중 하나로 

시장의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을 판별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기간을 위기 기간으로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위기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기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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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게 된다. 또한 불안정성(위기)의 정보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는 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이경로를 통한 동조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최근 금융위기로 주목 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CDS) 시장을 활용하게 된다. 신용 부도 스왑은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Bond)의 부도 확률을 의미하는 

지표(Indicator)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성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부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Volatility)이 

군집화(Clustering)의 존재만으로도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효과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 3개국을 첫번째 집단으로, 아시아(Asia) 

3개국을 두번째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국가들을 세번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이 군집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적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두터운 

꼬리만을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2장 

2절의 결과들로, 모든 나라에서 큰 변동(Large fluctuation)으로 

인한 군집화가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큰 변동뿐 아니라 작은 변동(Small 

fluctuation)으로 인한 군집화도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Tseng and Li, 

2011)에 제시된 군집화(Clustering) 측도와 비대칭(Asymmetry) 

측도를 통해 수치적으로 더욱 자세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결과들이었다. 기존의 

시계열(Time series) 모형은 군집화 또는 지속성(Persistence)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변동성이 집단화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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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추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2장 2절 4항과 

5항에 사용한 측도(Measure)들은 이러한 단점도 없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사실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들을 자세히 

파악하기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ICS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의 불안정 움직임이 

증가되는 구간만을 판별하였다. 금융 변동성의 관점에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정성이 시작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 혹은 아직 

진행중인 지에 대한 많은 금융 참여자(Participant)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간의 

전이효과(Transmission effect)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간략한 확인을 위해 3장 3절에서 전이 

시점(Contagion timing) 문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비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전이 시점의 결정에 

더욱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경고 시스템의 구축에도 활용 할 수 있었으며, 3장 

4절에서 로버스트(Robust) 검사를 통해 유의수준(Significant 

level)에 따른 비일관성(Non-consistence)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반영할 뿐 아니라 경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시장 정보를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은 결국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상관관계(Correlation)들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과 불안정 기간 전후로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를 보였으며 미국발 위기뿐 아니라 위기 후에서도 큰 

변동(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변량(Multivariate) DCC-GARCH 모형이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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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동(Rolling)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서, 전이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불안정 기간 초기에는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함께 

증가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기가 진행되면서 상관관계와 

변동성은 함께 증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에 군집행동의 

동조화(Coupling) 경향도 생김을 알았다. 즉, 상관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공분산(Covariance)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불안정 기간 

진입 후에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는 장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이미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명력(R )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로 활용한 미국 위기 기간 

적합성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statistic으로 

직접적인 전이 효과를 검사하였다. 추정된 불안정 기간 전후의 

상관관계 구조가 명확히 달랐으며 1% 유의수준에서 모든 국가가 

방법론에 상관없이 강하게 동조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편향된(Biased) 결과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조정에 

의해 그 경향이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설검정(Hypothesis test)으로 미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국(Originator)으로 지목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들은 

위기 기간으로 활용되기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불안정 기간에서는 미국과의 상호의존도가 가장 커졌으며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일 방향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불안정 기간에서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지속성이 

강함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2가지의 모의실험(Simulation)들을 

통해 불안정 기간 초기에는 구조 동조화(Fundamental coupling) 

경향에 의해서 말기에는 군집행동 동조화(Herding behavior 

coupling)에 의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을 활용한 분석의 성능을 모든 

분석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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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관점으로 위기를 구분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는 것은 

명확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았다. 특히, 불안정 

기간과 안정 기간에 각 국가들의 세계적인 영향력 결과에서는 

어떠한 유사점(Similarity)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들의 분석은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 판별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시장의 변동을 부추겼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였고 각 국가들의 정책 효율성(Policy efficiency)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부도 위기로 각광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불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에 대한 고려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의 오류를 

재고 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없던 

결과들까지도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 불안정 기간(위기) 상황을 

관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 발생으로 인한 시장의 동조화 

경향도 더욱 명확하고 자세히 확인 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안정 기간의 신호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변동성의 정형화된 사실들, 불안정 기간 판별, 불안정성 

전이 시점, 경고 시스템, 불안정성 동조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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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과 동기 
 

 2011년부터 2012년,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 발생한 

미국(United States)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시기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을 넘어서 국가 부도(Sovereign default)에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확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공황(Panic)에 빠져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또한 갑작스럽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금융정책들(Financial Policies)에 의해 시장들은 

후유증으로 더욱 불안정(Unstable)하였다.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이 과연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전이(Transmission)된 다른 국가들의 

위기상황(Crisis status)의 궁금증도 함께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단정 하지 못하였으며 예상만 할 뿐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논의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2007? 2008?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위기의 시작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뿐이다. 사후적(Expost)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 논문을 참고하였다. 

첫째로 위기 기간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사후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연구자(Researcher)의 판단에 의존할 뿐이었다. 둘째로 그나마 

위기 기간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역사적인(Historical) 사건들로 

시작과 종결을 결정하고 전개를 진행 할 뿐 그 기간의 엄 성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Reliability)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지만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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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방법론을 사용해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의 공통점은 

표본(Sample) 기간을 분석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짧게 정하는 

것이다. 표본 기간을 짧게 정하여 기간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구조 변환점(Structural change point)을 모형을 통해 찾는 것이다. 

관련된 모형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 정도의 최소한의 변환점만을 찾아야 하기에 표본 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해야 한다는 점과, 위기 전이나 후로 구분하는 

정도의 전개를 한다 (Chiang et al., 2007; Cho and Parhizgari, 2008; 

Dooley and Hutchison, 2009; Kim and Kim; Marçal et al., 2010; 

Wang and Nguyen Thi, 2012). 만약 표본 기간을 늘려 변환점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면 표본 기간을 선택하는 문제만큼 변환점들을 

위기 기간으로 선택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위기의 시작에만 초점을 맞추어 위기 시작 전과 후로 

구분할 뿐 종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들은 위기의 시작뿐 아니라 종결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궁금해 한다. 따라서 기존 접근들은 한계가 

존재한다. 위기의 시작은 조금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어서 표본 

기간을 임의적으로 잡아 찾아 낼 수 있을 지 몰라도 위기의 종결은 

임의적으로 표본 기간을 잡아도 확신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위기 시작은 군집행동(Herding behavior)과 같은 정형화된 

사실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육안(Naked view)으로도 알 수 

있지만 위기 종결에서의 데이터 특성은 뚜렷하지 않다. 물론 

변환점을 2개 정로 제한하여 전후를 비교하여 시작과 종결을 언급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전체적인 위기의 시작과 종결이 아닌 

국소적인 사건의 시작과 종결로 파악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위기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위기 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건이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최소한의 접근법 조차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의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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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간을 정하듯 위기 기간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했을지도 모른다. 엄 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연구도 

거의 없었기에 불안정 기간을 판별하여 위기 정보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불안정 기간이 위기 기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불안정성의 증가이기 때문에 위기 정보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매일 갱신되는(Updated)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위기 

신호(Crisis indicator)를 파악 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불안정 

기간 판별(Unstable period regime detection), 경고 시스템, 

불안정성 전이 시점(Transmission timing)과 국가들의 시장 상황에 

따른 동조화(Coupling) 경향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주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원인이 된 

미국(United States)과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영국(United Kingdom) 유럽 3개국, 중국(China), 일본(Japan), 

한국(Korea) 아시아 3개국,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멕시코(Mexico) 남아메리카 3개국,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South Africa)의 신용 부도 스왑(CDS) 지수(Index)를 

사용한다. 데이터는 블룸버그(www.bloomberg.com)에서 

발췌되었으며 크맨(CMAN)사가 제공하는 티커(Ticker)를 

사용하였다. 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최적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고려하게 

되었는지 제시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각 국가들의 

주식(Stock)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거래량도 많을 뿐 아니라 가장 빨리 시장 

정보가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국가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임의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시세조종(Price control) 등에 취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시장의 규모를 떠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재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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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데이터의 안정성(Stability)과 

가격(Price)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거래량(Volume)은 

크지만 지표가 임의적인 조작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위기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한 시장은 

채권(Bond) 시장인데 채권은 만기(Maturity)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문제였다. 발행되고 

유통되는 채권의 종류도 많고 규모도 크지만 거래빈도(Liquidity)가 

낮아 시가를 파악하는 일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발행 

주체(Publisher)의 신용도(Credit)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기술적(Technical)이고 정책적인(Political)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편이다.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시장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때마침 각종 매체(Media)는 각 

국가들의 부도 경고(Default warning)를 중점적으로 

보도(Broadcast)를 하였으며 이 때 인용되던 지표가 바로 신용 

부도 스왑 이었다. 신용 부도 스왑은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에서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채무 불이행 

위험(Credit default risk)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Insurance)의 

수수료(Premium)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비용(Cost)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높아진다. 즉, 신용 부도 스왑은 금융자산을 

발행한 주체의 신용도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각 

국가들은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의 신용 부도 스왑 

지표를 해당 국가의 신용도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 부도 

스왑은 최근의 심각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의해 각광받기 

시작했다. 위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상품화 할 경우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금융이론 중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 

(Markowitz, 1952)”을 활용하여 상품화 되었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신용 부도 스왑의 움직임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쏠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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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관계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식과 신용 부도 스왑은 채권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식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을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 신용 부도 스왑은 채권보다 주식 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Longstaff et al., 2005; Norden and Weber, 2009).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은 주식 시장만큼 정보에 민감하진 않고 

다소 신중히 움직이는 편이며 그만큼 데이터의 특성상 

주식시장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채권시장 

보다 가격의 움직임도 크기 때문에, 다른 시장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들도 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정된 위기 기간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추정한 불안정 기간을 위기 

기간으로 활용할 때의 정확성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의 

움직임은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심리(Psychology)들이 상쇄(Offset)되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지표들에서 추출한 불안정 기간이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실제적인 위기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이 관련 연구들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기에서 관찰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시장 

변동성(Volatility)과 국가들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4장 3절 3항에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만약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이가 되기에 변동성 증가를 야기시키고 결국 국가들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게 된다. 물론 동시에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증가하는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보통 상관관계의 

경우는 국가들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국가들의 관계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6

각 국가에 한정된 문제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하였다. 즉, 각 

국가들의 위기 정보는 변동성을 신호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신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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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범위와 구성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United States)에서 시작된 위기는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전이가 되었으며 유럽(Europe)의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들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동조화(Coupling)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으며 다양한 금융정책(Financial policy)들의 혼동 속에 

더욱 증가되었고, 이러한 위기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과 맥락을 함께 한다.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며 한 국가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어디로 전이(Transmission) 될지 모른다. 만약 

이러한 전이들이 세계적으로 동조화 된다면, 어떠한 정보도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정책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안정성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시장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정보 중 하나로 

시장의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을 판별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기간을 판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불안정성의 정보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는 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이경로를 통한 동조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최근 금융위기로 주목 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CDS) 시장을 

활용하게 된다. 신용 부도 스왑은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Bond)의 부도 확률을 의미하는 지표(Indicator)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성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그림 1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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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틀 

 많은 금융 응용들(Financial applications)에서, 역사적인 변동성의 

정확한 추정과 예측(Estimation and Forecasting)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변동성 추정은 금융 자산들의 가격 결정(Pricing)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많은 금융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 측면으로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른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변동성 증가에 

관한 연구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종결이냐 진행이냐에 대한 물음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는 많은 상황들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큰 구간과 작은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큰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위기가 진행 

중이라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정보를 판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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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연구되지 않았다. 사후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연구자의 

주관에 의지할 뿐이다. 이러한 판단은 단기간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 시킬 뿐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시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된 기간을 판별하게 되고 이를 

위기 기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 정보를 얻게 될 경우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첫째로, 더욱 적절한 불안정성 전이 

시점(Transmission timing)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경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기존의 불안정 기간이 유지 되면서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들로부터 파생되는데 

변동성으로 추정을 한다. 따라서 변동성과 위기에 관한 연구들이 본 

연구의 범위가 될 수 있다. 변동성의 추정에 관한 부분부터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 그런 관계로부터 제시되는 위기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Iterated Cumulative Sum of Squares(ICSS)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구조적 변환점들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연구로 사전적(Prior)으로 구조적 변환점들을 

추정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판별한다. 하지만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확장하여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을 선택하는 

접근을 제시한다. ICSS 알고리즘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데이터에서 판별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ICSS의 

한계인 정규분포가정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응용에 대한 내용을 3장에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정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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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가들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다. 최근, 국가들간의 

금융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시장 투자자들이 투자수익률이 높은 국가들의 투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들간의 정보 이전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동조화 경향에 관한 쟁점은 2007-2009년에 진행된 금융 위기에 

의해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러한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 전이가 되어 국가들간의 

동조화 경향이 높아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미국 위기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주목을 이끌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되었다 

(Eichengreen et al., 2009; Longstaff et al., 2007; Markus, 2009; 

White, 2008).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상관관계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들간의 영향력의 비교를 활용해 위기 원인국(Originator)도 

얻을 수 있다. 비록 특정 국가들의 큰 이슈(Issue)들에 의해 위기가 

발생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 국가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느 나라의 위기가 자국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국가의 영향력이 큰지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도 활용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Global) 금융 위기는 실물 자산(Real 

asset)과 파생상품(Derivatives)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기들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시작된 이러한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들이 

거시경제(Macroeconomic) 구조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한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 의해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조 효과와 군집행동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의 흐름에서만 비추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자칫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확한 불안정 기간의 판별이 중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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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불안정 기간 판별을 활용한 연구들은 명확한 동조화 

흐름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위기 전이 구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와 변수 

정보의 부족으로 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나 

수익률을 활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게 된다. 4장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변량(Multivariatee) 시계열(Time 

series) 모형들의 모의실험(Simulation)들을 통해 이를 상세하게 

소개하게 된다.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간단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접근들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구조적인 

접근의 경우 시계열 모형을 많이 활용한다. 물론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의 흐름이 상당히 일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 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을 활용하게 된다. 분석에 앞서, 

시장 특성(Properties)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신용 부도 스왑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게 된다. 효율적 시장 

가설(EMH)은 금융이론(Financial Theory)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들 

중 하나다. 시장의 참여자가 합리적(Rational)임이 아닌 시장의 

가격이 합리적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정보가 갱신되면 

올바르게 그 정보가 반영됨을 가정한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 참여자 개개인의 판단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금융자산의 가격들에 올바르게 반영됨을 

의미한다. 정보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금융 시장은 다양한 

상품들이 변동을 하며 움직이는데, 신용 부도 스왑의 변동성은 다른 

금융 자산들과는 달리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뿐 아니라 변동성이 

작아지는 경우도 중요한 관심사다. 따라서 변동성의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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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들뿐만 아니라 원인들도 면 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계열(Time series) 모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이 가진 장점을 제시할 것이며,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의 특성과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2장에서는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동성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 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시장의 변동을 부추겼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였고 각 국가들의 정책 효율성(Policy efficiency)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부도 위기로 각광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불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에 대한 고려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의 오류를 

재고 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없던 

결과들까지도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 불안정 기간(위기) 상황을 

관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로 인한 시장의 동조화 경향도 

더욱 명확하고 자세히 확인 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안정 기간의 신호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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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용 부도 스왑(CDS) 시장 특징 
 

2.1. 기초통계 
 

 공휴일로 인해 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바로 전날 신용 부도 스왑 

가격과 동일하게 놓고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국가별 데이터는 모두 

시계열(Time series)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간은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Mortgage) 사태 이전인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일별 데이터로 1391개의 

관측치이다. 이에 대한 미국과 각 대륙별 지수 시계열 그래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각 대륙별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변화 

 

 표 1에는 각 국가들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평균을 보면 

미국이 가장 작으며 유럽과 아시아로 갈수록 평균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는 더욱 크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략 10배에서 20배 이상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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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평균수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첨도(Kurtosis)의 경우 미국과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정규분포의 3을 크게 넘어선다. 표 1의 제일 마지막 

행에 제시한 Augmented Dickey-Fuller(ADF) 통계량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동성의 구조 변화와 상관관계를 계산하기에 앞서, 1차 로그 

차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상성(stationary)을 만족하도록 만들어 

준다. 

 1log( ) log( )i i i
t t tr c c     (2-1) 

여기서  각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지수로 i는 각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1차 로그 차분한 는 금융자산의 수익률로 

사용되며, 정상성 성질을 만족하게 된다. 표 2의 ADF를 통해서 

는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일간 수익률로 %단위를 사용한다. 

 

 그림 3에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는데 각 대륙별로 

종축을 동일한 크기로 설정하였다. 각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 2는 미국과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표 3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익률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평균이 작으며 절대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평균이 0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서 오른쪽으로 

왜곡(Skewness)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첨도(Kurtosis)의 경우 

정규분포의 3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정규분포보다 

상대적으로 두터운 꼬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Kolmogorov-Smirnov(K.S.) 검정과 Jarque-Bera(J.B.) 

검정에서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기각한다. 시차 1, 

6, 그리고 12에 대한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ARCH) 검정의 경우, 시차가 커짐에 따라 

통계량이 더욱 커지는 점으로 보아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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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귀무 가설을 더욱 강하게 기각하고 있다. 시차 6과 

12에서의 수익률과 수익률의 제곱에 대한 Ljung-Box(L.B.) 

검정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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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기초 통계량 

Nations 

 

Statistics 

Originator South America South Africa 

United States Argentina Brazil Mexico South Africa 

Mean 44.1009 1086.8252 147.9837 140.7507 163.5659 

Std. dev. 25.9709 987.4060 77.2289 89.5628 102.2489 

Skewness 0.2420 1.9734 2.2190 1.7778 1.5519 

Kurtosis 2.5615 6.0104 7.9466 6.5991 5.9975 

ADF -0.5778 -0.5685 -1.1181 -1.1676 -0.8551 

Nations 

 

Statistics 

European Asia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Korea 

Mean 60.3889 36.0139 56.8720 82.6534 55.5647 124.1917 

Std. dev. 60.5155 28.3327 33.3721 52.5242 40.2275 95.8117 

Skewness 1.2083 0.7819 0.2802 1.0774 0.2548 1.8599 

Kurtosis 3.6230 2.8558 2.5897 4.2315 2.0846 7.1973 

ADF 0.6790 0.0660 -0.3991 -0.9159 -0.1780 -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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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대륙별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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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미국,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Nations 

Statistics 

Originator South America South Africa 

United States Argentina South Africa Mexico South Africa 

Mean (%) 0.1212 0.1100 0.0940 0.0769 0.0940 

Std. dev. (%) 5.3665 3.3599 4.2312 4.6682 4.2312 

Skewness 1.8148 0.6807 0.4095 1.1595 0.4095 

Kurtosis 52.3477 9.7795 9.7738 22.2575 9.7738 

K.S. 0.1790** 0.2004** 0.2200** 0.2383** 0.2200** 

J.B. 141903.7297** 2771.3621** 2698.3145** 21805.8406** 2698.3145** 

ARCH(1) 158.8894** 14.1272** 70.5035** 9.5137** 70.5035** 

ARCH(6) 183.1542** 138.4542** 169.3918** 244.8011** 169.3918** 

ARCH(12) 185.1615** 168.7480** 188.9081** 257.8109** 188.9081** 

L.B.(6) 47.7167** 93.9554** 36.4153** 50.5388** 36.4153** 

L.B.(12) 53.8550** 117.9456** 39.1893** 63.5651** 39.1893** 

L.B.(6) on r  174.8997** 198.8914** 312.8558** 335.4761** 312.8558** 

L.B.(12) on r  180.4077** 330.6940** 426.8109** 473.1729** 426.8109** 

ADF -42.4312** -30.0101** -32.2642** -31.7793** -32.2642** 

** 5% 유의수준에서 기각.



 

 19

 

 

 

 

표 3.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유럽, 아시아) 
Nations 

Statistics 

Europe Asia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Korea 

Mean (%) 0.3288 0.2354 0.1146 0.1577 0.2388 0.1382 

Std. dev. (%) 11.048 8.5958 3.3722 5.9516 6.458 5.547 

Skewness 0.4463 0.7186 0.9552 0.8117 0.0451 0.8629 

Kurtosis 50.3037 61.0412 15.4834 30.0578 12.1976 34.0758 

K.S. 0.2438** 0.2094** 0.1700** 0.2426** 0.2305** 0.2273** 

J.B. 129736.4908** 195369.0780** 9243.6455** 42585.6097** 4903.5342** 56143.4103**

ARCH(1) 212.7160** 60.3053** 22.1667** 176.7928** 57.6180** 173.1636** 

ARCH(6) 243.9473** 75.4707** 38.3326** 211.1997** 73.8017** 236.6961** 

ARCH(12) 249.3274** 81.8633** 45.2629** 223.5046** 87.6032** 263.4078** 

L.B.(6) 127.8600** 68.3599** 29.6698** 21.9196** 46.4306** 26.4439** 

L.B.(12) 169.3717** 98.5860** 38.3456** 35.2806** 50.3341** 57.6063** 

L.B.(6) on r  243.8854** 89.0459** 46.6551** 261.6474** 99.4850** 258.3380** 

L.B.(12) on r  274.0268** 102.7398** 63.0045** 310.2858** 142.3583** 356.3719** 

ADF -49.5042** -44.0629** -33.4262** -41.6650** -44.5023** -39.0392** 

** 5% 유의수준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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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동성의 특성 
 

 금융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변동을 하며 움직인다. 이는 많은 

이론가들과 실무자들에게 예측이나 추론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Sovereign 

Bond)에 대한 부도(Default) 확률을 의미하는 지표로 많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의 움직임은 

많은 시장참여자들과 금융 정책 담당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신용 부도 스왑의 변동성은 이러한 시장 변동에 관한 

지표로써 다른 금융 자산들과는 달리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뿐 

아니라 변동성이 작아지는 경우도 중요한 관심사다. 따라서 

변동성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의 존재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사실들을 유발시키는 원인들도 

면 히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양수/음수 

값에 따른 영향력,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의 큰/작은 변동의 영향력, 

혹은 각 변동의 비율 등의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계열 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론이 가진 장점을 제시할 것이며,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우들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수십 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들의 기록이 

가능해 졌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수익률의 두터운 꼬리특성(Fat-tail) 

(Ashok, 2001; Gopikrishnan et al., 1998; Gopikrishnan et al., 

2000; Mantegna and Stanley, 1995; Skjeltorp, 2000; Stanley et 

al., 2000; Wang and Hui, 2001), 장기자기상관관계 (Long-term 

autocorrelation) (Jiang et al., 2007; Lillo and Farmer, 2003), 

장기상호상관관계 (Long cross-correlation) (Podobnik et al., 

2009), 변동성 군집화(Clustering) (Campbell et al., 1998; Tseng 

and Li, 2011)와 다른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정규성(Normal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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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들이다 (Anirban et al., 2009; Bouchaud 

et al., 2003; Cont, 2001; Engle and Patton, 2001; Mantegna and 

Stanley, 2000).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계열들의 변동은 

랜덤워크(Random walk)(Bachelier, 1900)로부터 발생된 변수로써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가정을 한다. 따라서 수익률의 확률 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는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에 미국 일간 

수익률과의 확률 도 함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의 수익률의 

분포는 두꺼운 꼬리와 첨도가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교를 

위해서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1인 정규분포를 함께 나타내었다. 

또한 큰 수익률 다음에 큰 수익률이 따르며, 마찬가지고 작은 

수익률 다음에 작은 수익률이 따라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을 변동성 군집화(Volatility Clustering)이라고 한다 

(Kirman and Teyssière, 2007). 일반적으로 큰 변동이 군집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Mandelbrot(1963)가 금융 수익률에서의 지속적인 

자기상관관계를 처음으로 찾아내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정형화된 사실들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만족할만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물리학적인 방법들에서 가치 있는 

기여들을 만들었다 (Bouchaud and Potters, 2000; Cont, 2001; 

Mantegna and Stanley, 2000). 그들은 두터운 꼬리, 변동성 

군집화와 거래자들 사이의 거래 빈도에 대한 비정상적인 움직임 

등이 포함된다. 변동성의 군집화 성질을 모형화하기 위해, 

Engle(1982)는 자기회기 조건부 이분산 모형 (ARCH)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Generalized ARCH(GARCH)로 확장되었다 

(Bollerslev, 1986). 이러한 모형들은 변동성의 군집화와 관련된 

연구들의 설명력에 강력하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 뿐 아니라 다른 정형화된 사실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마찬가지의 분포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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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포의 형태에 관한 연구와 추측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특정한 분포라고 규명되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Bouchaud et al., 2003; Ding et 

al., 1993; Engle, 1982; Gillemot et al., 2000; LeBaron, 2008; 

Mantegna and Stanley, 2000). 
 

 

 
 

그림 4. 미국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수익률과 확률 도 함수 변화 

 

 군집화를 관찰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수익률의 자기상관관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 5에 수익률의 자기상관관계와 절대 수익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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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관계를 도식화 하였다. 수익률에서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편이며 특정 시차를 제외하고는 0 주위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절대 수익률의 자기상관관계는 천천히 감소하는 비선형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상관관계의 느린 감소의 존재만으로 변동성의 장기 

기억 경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시계열이 장기 기억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수익률의 분포가 비정규성에 가깝다면 많은 

통계 추정치는 자기상관관계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Adler 

et al., 1998; Kirman and Teyssière, 2007; Resnick et al., 1999). 

따라서 변동성 군집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량적인 

분석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형화된 사실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각각의 정형화된 사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질문들을 검사 할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 군집화 지수(Clustering 

Index)를 사용하여 비대칭(Asymmetry) 특성에 관한 관점도 살펴 

볼 것이다. 자산 수익률들의 비대칭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hen et al., 2001; Henry, 1998; Matteo, 2007; 

Peiró, 2004). 분포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비대칭 정도, 군집화 정도, 혹은 이러한 규모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Tseng and Li(2011)의 연구논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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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 수익률과 절대 수익률의 자기상관함수의 변화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CDS 시장의 변동성 군집화 

행동들이 특정 국가들로 군집화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 3개국을 첫번째 집단으로, 아시아 3개국을 두번째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국가들을 세번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집단은 정반대의 변동성 성질을 보였고 

두번째의 집단은 분석에 따라 다른 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두터운 꼬리만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큰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가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작은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도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은 군집화 혹은 지속성(Persistence)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의 특성에 따라 

구분됨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정확한 추정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Tseng and Li(2011)이 제시한 군집화 

측도와 비대칭 측도를 통해 수치적으로 더욱 자세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기존 모형들의 단점들도 없을 뿐 아니라 

특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자세히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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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두터운 꼬리 분포와 자기상관함수(ACF) 

 

 분석에 대한 데이터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Tseng and Li(2011) 

논문에서 설명한 부분을 간략히 정리 하였다. 

 

• 절대(Absolute) 수익률 ( | | ): 비정규성처럼 보이는 그림 4과 

같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 절대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 |, 다. 

• 정규분포 수익률 ( ):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의 평균과 

분산을 정규분포의 모수로 두고 의 길이만큼 발생시킨 데이터다. 

이를 라고 둔다.	 

• 정규분포 재배열(Arranged) 수익률 ( | | ): 발생된 의 

절대치인 | |  는 크기에 상관없이 임의로 정렬되어 있는데 | |의 

크기 순서로 정렬시킨다. 즉, | |에서 가장 큰 수치와 가장 작은 

수치가 각각 100번째와 300번째 관측치라면 | | 에서 가장 큰 

수치와 가장 작은 수치를 100번째와 300번째 관측치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 | 라고 하자. 

 

 이는 정규분포에서 발생된 표본들의 순서를 두터운 꼬리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의 순서로 재구성 한 것이다. 결과들이 그림 6에 

제시되었다. 각 국가에 대한 그림이며, 비교를 위해서 각 국가마다 

| | 의 자기상관함수와 함께 | | 와 의 자기상관함수를 

제시하였다. | |  (빨간선과 열린 원모양)가 | | (검은선)와 

(분홍선)의 자기상관함수 중 어느 쪽과 유사한 패턴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본다. | | 는 모든 국가들에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의 자기상관함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 | 와 매우 유사한 

패턴과 수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수치적인 차이가 있을 

뿐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은 수익률 

분포가 두터운 꼬리특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터운 꼬리 분포가 



 

 26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패턴의 독립성에서 미국과 유럽 3개국, 그리고 한국이 | |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을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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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절대 수익률, 정규분포 수익률, 그리고 정규분포 재배열 수익률의 자기상관함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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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큰 변동에서의 군집화(Clustering) 

 

 마찬가지로 분석에 대한 데이터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Tseng 

and Li(2011)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 큰 변동 순열 (| | ): 절대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 |, 에서 

가장 큰 p%의 데이터를 1로 두고 그 이외의 데이터들은 0으로 

둔다. 여기서 p%란 | |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p%에 

속하는 수치들을 말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 | 는 0과 1로 구성된 순열 | | 가 된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큰 군집화에 속해있는 데이터의 

수치(크기)보다 데이터의 위치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7에 가장 큰 p%의 수치를 20, 40으로 변화시키면서 

| | 의 자기상관함수와 함께 비교를 위해 | | 와 의 

자기상관함수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 | 가 | | (검은선)와 

(분홍선) 중 어떠한 데이터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지 파악하면 

된다. 다소 독립적인 패턴을 보이는 미국, 유럽 3개국,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 |와 

거의 겹친다. 또한 | | 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빨간선)에서 40%(파란선)로 증가할수록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큰 변동에서의 군집화 경향이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 특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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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20와 40에서의 절대 수익률, 정규분포 수익률과 큰 변동 순열의 자기상관함수 변화  

(p는 절대 수익률에서 상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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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작은 변동에서의 군집화(Clustering) 

 

 위의 분석에서 큰 변동의 연구를 확인하였지만 큰 변동만이 

자기상관함수에 영향을 준다고 아직은 결론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확장으로 작은 변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구성한다 (Tseng and Li, 2011). 

 

• 교환된 작은 변동성 (| | ): | |에서 가장 큰 p%의 데이터와 

가장 작은 p%의 데이터를 바꾸어준다. 즉, 가장 큰 군집화 

데이터들의 위치는 보존한 채 그 수치만을 가장 작은 p%로 

대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p=20과 40이며, 위치 변경의 과정은 

가장 큰 데이터와 가장 작은 데이터를 바꾸고 두번째로 큰 

데이터와 두번째로 작은 데이터를 바꾸며 주어진 p%까지 진행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구성에 대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환의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p%와 가장 작은 

p%의 구조도 파악하기 용이하다. p는 40의 경우만을 제시하였다. 

 

 그림 9에서는 11개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7와 그림 

9의 유일한 차이는 그림 9에서는 비교의 대상으로 | | 대신 

절대치를 취하지 않은 수익률 r 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7와는 다르게 | | 의 자기상관함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자기상관함수의 결과가 0에 더욱 가까운 편이며 오히려 의 

자기상관함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마다의 

편차는 존재한다. 큰 변동의 위치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자기상관함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같은 위치의 작은 변동은 

꼭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미국, 유럽 3개국, 그리고 한국은 

작은 변동의 영향을 받아 상관관계가 증가하거나 | | 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 |보다는 의 자기상관함수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 초기값을 제외하고는 의 자기상관함수와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즉, 작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데이터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작은 변동도 

자기상관함수에 영향을 주기도 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신용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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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시장을 2개의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큰 

변동만큼 영향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크기도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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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절대 수익률과 상위 40%와 하위 40% 값이 교환된 절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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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20와 40에서의 절대 수익률, 수익률과 교환된 작은 변동성의 자기상관함수 변화  

(p는 절대 수익률에서 하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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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정량적인 측도(Quantitative measure)로 추정한 변동성 

군집화 

 

 지금까지 분포적 특성보다는 데이터의 위치적 특성이 

자기상관함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큰 변동뿐 

아니라 작은 변동도 자기상관함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해본다. 관련된 측도는 Tseng 

and Li(2011)의 연구논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1. | |와 | |를 대상으로 한다. 

2. 지금까지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p%의 데이터를 1로 

두고 나머지의 데이터를 0으로 바꾼다. 여기서의 p역시 20과 

40으로 한다. 

3. 임의로 정한 윈도우(window) 크기 n을 결정하고 무빙 

윈도우(moving window) 방법을 사용하여 각 윈도우마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p%의 개수를 계산해 나아간다. 이때 n은 1부터 

100까지로 하며 각 윈도우에 포함된 가장 큰 p%의 개수를 군집화 

날짜(Clustering day)라고 하자. 

 

 여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 |와 | |의 특정 p%에 대한 윈도우 

크기 1부터 100까지의 빈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 |  보다 | | 가 더욱 두터운 꼬리를 나타내게 된다. 

윈도우 크기가 1부터 100으로 커질수록 윈도우 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p%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임의적으로 발생된 데이터보다 그림 4 그래프처럼 군집화 

경향을 보이는 데이터에게는 더욱 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를 변동성 군집화의 정도로 파악 할 수 있다.  

 

4. 군집화 정도를 수치화 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의 군집화 날짜 

시계열의 표준 편차 비율, ≡ / 을 정의한다. 여기서 은 

윈도우 크기 n에 대한 군집화 지수를 의미한다. 는 | |에서 

계산된 군집화 날짜의 표본 표준 편차며 는 | |의 군집화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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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본 표준 편차다. 따라서 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정규분포에 비해서 군집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제시를 하면, 윈도우 크기 n에 대해서 가장 큰 p%에서 m은 

이항분포 , /100 을 따르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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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그림 10에 11개 국가들에 대한 군집화 지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그림마다 많은 곡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총 5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가장 큰 p%(선)와 가장 작은 p%(점선)에 대해 

p=20(빨간), 40(파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큰 

군집화(Large clustering) 정도와 작은 군집화(Small clustering)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7와 그림 9의 결과와 비교도 

가능하다.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두드러지는 결과들이 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3개국 그리고 한국은 작은 군집화가 큰 

군집화 보다 영향력이 더 크거나 유사한 국가들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작은 군집화가 큰 군집화보다 적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자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2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며 후자의 

국가들은 2이하의 작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p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림 7 와 그림 9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의 결과는 큰/작은 값에 관계없이 군집화의 

경향이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에 영향을 미침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군집화 정도와 함께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서 

그림 11에서 가장 큰 40%와 가장 작은 40%에 대한 군집화 지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작은 값들 모두에서 

3 미만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나라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영국은 반면 가장 큰/작은 값들 모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군집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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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20, 40에서의 각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군집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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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국가 신용 부도 스왑의 상위 40% (상)와 하위 40% 

(하) 수익률에서의 군집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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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변동성의 비대칭도(Asymmetric) 

 

 마지막으로, 군집화 지수 (Tseng and Li, 2011)를 활용하여 

비대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위의 분석에서는 큰 값들과 작은 

값들에 따른 자기상관함수에 움직임을 확인하였으나 각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군집화 정도에 관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상위 p%의 데이터에는 양수 수익률들과 음수 수익률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각 부호에 대한 군집화 정도의 분석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비대칭 정의를 

제시한다. 

 

• 크기 효과를 위한 비대칭 측도: 상위 p%와 하위 p%의 비대칭 

정도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p=20, 40으로 두며, 이를 위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 S
SIZE

L S

CI CI
A

CI CI





  (2-3) 

 

여기서 는 크기에 대한 비대칭을 의미하며 은 큰 값들에 

의한 군집화 지수를, 는 작은 값들에 의한 군집화 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윈도우 크기의 증가에 따라 크거나 작은 변동 중 

어떤 변동이 군집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큰 값들의 

군집화가 많을수록 양수가 작은 값들의 군집화가 많을수록 음수의 

값이 도출 될 것이다. 

 

• 부호 효과를 위한 비대칭 측도: 비슷하게, 양수 수익률들과 음수 

수익률들 사이의 비대칭 정도를 분석한다. 우선 상위 p%의 

데이터를 뽑아낸 후 양수 수익률들과 음수 수익률들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그래야만 군집화 지수를 사용하여 부호에 따른 군집화 

정도와 비대칭 성질도 한꺼번에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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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기서 은 각 부호에 대한 비대칭 정도에 대한 수치이며 와 

는 각각 양수 수익률들과 음수 수익률들에 따른 군집화 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 에 따른 

군집화 정도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수의 경우 양수 

수익률들이 더 군집화가 많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 에서는 크기와 부호에 대한 비대칭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적으로는 윈도우 크기가 커질수록 수치가 절대치 기준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외에는 각 국가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윈도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에 

따른 군집화 경향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있으며 부호에 대한 

군집화 경향은 양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윈도우 크기가 증가하면서 

군집화의 경향의 원인이 큰 변동에서 작은 변동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하며 동시에 음수 수익률 보다는 양수 수익률이 더 군집화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크기 효과보다 부호 효과에 

더 강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3개국, 

그리고 중국은 크기에 대한 군집화 비대칭 경향이 양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더 군집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며 부호에 

대해서는 대체로 0주위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 5개국과는 다르게 

유럽 3개국은 모두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크기에 대한 비대칭은 

음수를 부호에 대한 결과는 양수를 보이므로, 작은 변동과 양수 

수익률에 대한 군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체적으로 크기/부호에 대해 모두 양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큰 변동 

그리고 양수 수익률에서 군집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작은 변동과 음수 

수익률에 의해 군집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3개국을 첫번째 집단으로 일본과 한국을 두번째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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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중국, 남아메리카 3개국와 남아프리카를 세번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화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크기 

효과와 부호 효과 각각에 대한 결과인 그림 13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크기 효과 결과에서는 윈도우 크기를 100으로 두고 

첫번째 집단만이 음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첫번째 집단은 부호 

효과의 결과에서도 양수 값을 함께 보이고 있다.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는 두번째 집단을 제외하고 세번째 집단은 첫번째 집단과 

정확히 반대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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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20와 40에서 각 국가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크기와 부호에 대한 비대칭 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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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크기(상)와 부호(하)효과로 구분한 상위 40% 수익률에 

대한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의 비대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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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시계열(Time series) 모형으로 측정된 변동성 특성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들은 변동성의 군집화 현상과 비대칭성에 

관한 정보들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존의 시계열 모형에서 

활용되는 변동성 추정 방정식들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시계열 

모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들의 성능을 

확인해 볼 것이다. 비교를 위해 변동성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GARCH (Bollerslev, 1986), EGARCH (Nelson, 1991)와 

FIGARCH (Baillie et al., 1996) 모형을 소개한다. 모든 분석에서 

(1,1)의 차수를 사용했으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과 같은 두터운 

꼬리분포에서 좋은 추정량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Generalized Error 

Distribution(GED)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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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에 대한 GARCH 모형은 위와 같으며 잔차 는 평균이 

0이고 과거 정보의 집합 하에서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유사하게 EGARCH와 

FIGARCH 모형은 조건부 분산항만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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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항은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이며 은 

시차 연산자(Lag operator)이다. 표 4에 추정된 계수들을 

제시하였다. 는 GED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이며, 굵은 

글자로 표시한 GARCH 모형에서 추정된 와 FIGARCH 

모형의 추정치인 는 변동성의 군집화 정도, 또는 지속성 정도를 

의미한다. GARCH 결과 미국과 유럽 3개국, 그리고 아시아 3개국은 

1전후로 움직이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2에 가깝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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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ARCH의 결과는 0.5에서 1사이의 유사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집단들로의 구분도 

제시하지 못하고 큰 변동과 작은 변동에 따른 영향도 구분하지 

못한다. 단지 군집화 또는 지속성이 존재함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정확한 추정 결과가 아닐지라도, 추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차수에 대한 결정, 그리고 오차 분포에 대한 결정, 

추정된 계수의 유의성, 그리고 모수 추정 알고리즘의 

수렴성(Convergence)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변동성의 성질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군집화 지수는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추정 과정도 상당히 간단하다. 따라서 금융 자산의 군집화 

정도를 나타내는 좋은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칭 경향은 표 4에 제시한 EGARCH 모형의 크기(Size) 효과 

과 부호(Sign) 효과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수 값을 가지는 과 음수 값을 가지는 의 모습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는 모두 양수 값을 

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과 일본에서만 음수 값을 가진다. 

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감안하면 도 양수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GARCH 모형의 결과는 추정의 적합성 문제도 

있겠지만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비대칭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도 언급했듯, 

추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추정이 가능 할지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 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비대칭 지수는 기존 모형의 단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군집화의 특성을 자세하게 파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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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GARCH, EGARCH와 FIGARCH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결과 
 U.S. FRA GER U.K. CHI JAP KOR ARG BRA MEX S.A. 

GARCH 

c 0.013** 11.4857*** 12.9311*** 0.0002 2.2545*** 10.9668 0.0017 0.8118** 0.2254** 0.2082** 0.5544***

α 0.298*** 1.0000*** 0.8629*** 0.2796*** 0.3126*** 0.6724*** 1.0000 0.1760*** 0.1251*** 0.1461*** 0.1846***

β 0.804*** 0.4392*** 0.3250** 0.8634*** 0.6533*** 0.8435*** 0.6827*** 0.7572*** 0.8726*** 0.8587*** 0.7984***

df 0.786*** 2.3274*** 0.1820*** 0.1742*** 0.8301*** 0.2287*** 0.4602*** 1.0754*** 1.1590*** 1.0747*** 1.0659***

α β 1.591 2.7666 0.5070 1.0376 1.4834 1.0722 1.1429 1.8326 2.0316 1.9334 1.8643 

FIGARCH  

c 0.0142 18.7722*** 39.1065 0.0000 2.0853*** 8.1673 0.4301 0.7726 0.3862 0.3434 0.5679**

d 1.0000*** 0.6432*** 0.5637 0.6497*** 1.0000*** 0.4118 0.7789*** 0.4282** 0.6932 0.6125*** 0.6466***

α 0.1015 0.5600*** 0.2866 0.0047 0.0000 0.7440*** 0.1960** 0.2110 0.0000 0.0000 0.0642 

β 0.8798*** 0.9438*** 0.6526** 0.3971*** 0.6529*** 1.0000*** 0.6672*** 0.3744 0.6461 0.5385*** 0.5532***

df 0.8293*** 0.1702*** 0.1854*** 0.2294*** 0.8209*** 0.1427*** 0.7426*** 1.0700*** 1.1720*** 1.0897*** 1.0818***

EGARCH 

c 2.7810*** 0.0000 0.0352 0.0000 2.9819*** 0.0628 3.2078*** 2.1944*** 2.5554*** 2.4838*** 2.5486***

α -0.4762** -0.7495*** -0.3894*** 0.8793 -0.1785 -0.7563*** -0.4485*** -0.2091 1.3452 0.7871 0.1515 

β 0.9948*** 1.0010*** 1.0012*** 1.0018*** 0.9082*** 1.0012*** 0.9499*** 0.9262*** 0.9719*** 0.9736*** 0.9383***

θ  0.4134*** 0.1178*** 0.7502*** 0.1904** 0.4879*** 0.1820*** 0.6481*** 0.3459*** 0.0978* 0.1272** 0.2911***

θ  -0.0624 -0.4745*** 0.1648*** -0.1489** -0.0294 -0.4707*** 0.2274** 0.0929*** 0.0344* 0.0521* 0.0632***

df 0.8124*** 0.6258*** 0.0830*** 0.0796*** 0.8263*** 0.1904*** 0.5910*** 1.0639*** 1.2147*** 1.1160*** 1.0521***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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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장 특성 요약 
 

 많은 연구들에서 금융자산 수익률에 필수적인 개념인 

장기의존성(Long-term dependency)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왔으며, 이는 시장 효율성(Efficiency)과 연관되어 있으며, 

변동성의 움직임과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 신용 부도 스왑(CDS) 변동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국가 부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이 군집화의 존재만으로도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효과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 3개국을 첫번째 집단으로, 아시아 3개국을 

두번째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국가들을 세번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집단은 정반대의 변동성 

성질을 보였고 두번째의 집단은 분석에 따라 다른 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제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이 군집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두터운 꼬리가 아닌 

정규분포에서도 자기상관함수(ACF)의 느린 감소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두터운 꼬리만을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로 모든 나라에서 큰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가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큰 

변동뿐 아니라 작은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도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Tseng and Li(2011)에서 제시된 군집화(Clustering) 측도와 

비대칭(Asymmetry) 측도를 통해 수치적으로 더욱 자세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결과들이었다.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은 군집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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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이 

집단화됨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에 사용한 측도(Measure)들은 이러한 

단점도 없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사실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들을 자세히 파악하는 적합한 측도가 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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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변동성의 구조 변화(Structural 
change)와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 판별 
 

 변동성 군집화(Volatility clustering)는 금융자산 수익률에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 중 하나다 (Oh et al., 2008; Tseng 

and Li, 2011).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절대 수익률(Absolute 

return)로써 정의된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성의 특성과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많은 경우들에서 관찰되는 특성들이다. 

변동성 군집화란 작은 변동성 다음에는 작은 변동성이 동반되고 큰 

변동성 다음에는 큰 변동성이 동반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시장에서 종종 관찰되는데 비정상적인 작거나 큰 

변동성 구간들을 만든다. 또한 Wang et al.(2011)와 Podobnik et 

al.(2010)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 지속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위기가 

지속된다고 하였으며, 시차 Random Matrix Theory(RMT)가 

적용될 때 금융 위기 동안 주식 수익률들 사이의 

상호상관관계(Cross-correlation)의 유의미한 증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모형은 개발되지 않았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불안정 기간의 선정은 

실제 금융 데이터로부터의 위기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연구자들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에서 

추정된 불안정 기간이 실제의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 

 

 시간 가변적(Time-varying) 변동성을 모형화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 중 하나가 일반화된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GARCH) 모형이다(Bollerslev, 1986). GARCH 모델은 

ARCH 모델을 기반으로 조건부 변동성을 계산한다. 시간 가변적 

변동성의 2차 모멘트(Moment)를 추정하기 위해 이변수(Bilateral) 

ARCH나 GARCH와 같은 다른 모형들도 개발되었다 (Baillie and 

Myers, 1991; Kroner and Lastrapes, 1993; Lien and Luo, 1994; 

Lien et al., 2002; Myers, 1991; Park and Switzer, 1995). 시간 



 

 49

가변성변동성과 함께, 시간 가변성상관관계(Time-varying 

correlation)도 주목 받는 연구 주제다. 이것은 금융 모델에서 종종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Preis et al.(2012)는 일별 

정규화(Normalize)된 수익률들과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  

성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판별하였다. 그러나, GARCH 모형의 

전이과정(Drift of process)은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무시되어 왔었다. 변동성은 일정 범위의 기간 동안 특정 

값 위주로 움직이나 갑자기 수치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점프(Jump)들을 기존의 GARCH 모형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동성 지속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Wilson et 

al.(1996)는 분산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가 포함될 때, 

변동성의 지속성 정도가 줄어듦을 보였다. Aggarwal et al.(1999)는 

또한 신흥 시장들에서 분산의 구조적 변화가 포함될 때 변동성 

지속성이 크게 줄어듦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GARCH 

모델의 확장을 이끌었으며, 점프현상을 포함하기 위해 regime-

switching GARCH 모델을 소개했다 (Gray, 1996; He and Maheu, 

2010). 이러한 상황은 금융 수익률 움직임의 점프를 모델에 

반영하게 했다. 다른 접근들 또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논지와 함께 switching ARCH 모형을 사용하여 변동성의 변화가 

연구되었으며 (Hamilton and Susmel, 1994; Lamoureux and 

Lastrapes, 1990; Susmel, 2000), Preis et al.(2011)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에서 변환점들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려 시도하였다. 

Klaassen(2002)은 환율예측에서 GARCH 모델이 변동성 기간들을 

과대평가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 충격의 높은 

지속성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rkov switching GARCH 모델을 제시하였고 외표본(Out-of 

sample) 검사에서 더 나은 예측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방법론들은 변동성을 추정하는데 좋지 않다. 

비록 많은 방법론들이 점프를 포함하는 간단한 ARCH 모델들로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지만 (Hamilton and Susmel, 1994; Koichi 

et al., 2004; Kokoszka and Leipus, 2000), GARCH 모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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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점프 변화를 

추정하는 기술들이 각 시계열들의 독립을 가정하는데 GARCH 

모형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Fearnhead, 2006). 이러한 

방법들을 추정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들이 개발되었다 (He and 

Maheu, 2010), 그러나 특정 수치적인 절차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Aggarwal et al.(1999)에 의해 

개발된 근사치(Approximation)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첫째로 Iterated Cumulative Sum of Squares(ICSS) 알고리즘 

(Inclan and Tiao, 1994)을 사용하여 변환점(Structural change 

point)들을 판별한다. 그리고나서, 이를 반영하여 GARCH 모델을 

추정한다. 이것은 금융시계열에서 널리 사용되는 ICSS–GARCH 

모델이다 (Covarrubias et al., 2006; Kang et al., 2011; Kang et al., 

2009; Malik et al., 2005). ICSS 방법론의 장점은 사전적으로 

변환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데이터에서 판별하는 

것이다. 비록 ICSS-GARCH 모델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유용하지만, 

ICSS 알고리즘은 수익률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Andreu et al., 2003; David and Jack, 2008). 대부분의 금융 

수익률 데이터는 정규분포보다 두터운 꼬리를 가진다. 그러한 

두터운 꼬리를 가진 분포는 금융 수익률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들에서도 나타난다 (Gopikrishnan et al., 1999; Liu et al., 1999; 

Plerou et al., 1999; Podobnik et al., 2009; Podobnik et al., 2011; 

Stanley et al., 2008).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변동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변동성의 예측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Fisher, 1984). 예측은 Value at Risk(VaR)와 Engle(2001) 

확장된 변동성 분석과 연관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이론 (Elton, 

2009)과 같은 다른 금융 이론들에도 사용된다. 변동성의 구조적 

전이(Transition)에 대한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으며, 비록 불완전하긴 해도 ICSS 알고리즘은 모형의 구현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은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을 하지 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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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위기가 시작되었는지 또는 그렇다면 위기가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비록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과 

관련된 쟁점들이 이미 연구가 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한 시도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ICS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불안정 기간(위기 기간) (Acharya and Johnson, 2007; 

Beltratti and Morana, 1999)의 판별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Kim, 

2013)에서 이미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방법론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존하여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접근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방법론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다른 분야들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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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조 변화 판별 
 

 ICSS 알고리즘은 Inclan and Tiao(1994)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변동성이 변하는 포인트들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론은 변환점들 사이의 변동성이 

정상성(Stationarity) 성질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상성이 유지되다가 이를 기각시키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계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ICSS 알고리즘이 변동성의 변환점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Viviana, 2004). 이것은 정규분포 가정에서 기인되는 듯 하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분산(Heteroskedasticity) 

성질을 보인다면 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GARCH(1,1)에 여과(Filter)된 표준화 잔차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 선호된다. 또한 자기상관관계나 상호상관관계가 제거된 

잔차를 사용하여 ICSS 알고리즘에 적용할 것을 추천한다 

(Bacmann, 2002).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도 

이분산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원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와 

GARCH(1,1)에 여과된 표준화 잔차를 함께 분석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3.1.1. ICSS 알고리즘 

 

 ICSS 알고리즘은 변환점이 발생 할 때까지 비조건부 정상성 

분산(Unconditional stationary variance)임을 가정한다. 또한 다음 

변환점까지 이러한 특성이 연속적(Continuous)임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에서 추정된 변환점들은 구조적으로 변하는 

시점들로 볼 수 있다. ICSS 알고리즘은, (cumulative sum of 

squared residuals)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함수인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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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 , 까지이며, 는 평균과 분산이 0과 인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열이다. (Centered cumulative sums of 

squares)는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0을 

중심으로 진동한다. 반면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면 0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주어진 

유의수준(Significant level) 하에서의 경계(Bound)를 제시해주며 

이러한 경계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함을 의미한다. Inclan and 

Tiao(1994)는 점근적 경계(Asymptotic bound)를 제시하였다. 

예를들어, 1.358는 경계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할 5% 유의수준에서의 결과다. Aggarwal et 

al.(1999)에 따르면, 임계값(Critical value) 1.358은 

/2 | | 의 점근적(Asymptotic) 분포의 95  

백분위수(Percentile)이다. 총 개의 관측치들 중에 개의 

변환점이 발생했다면 1 ⋯ 를 변환점들로 둘 수 

있다. 이러한 변환점들 사이에는 정상성 성질이 충족되며 그 사이의 

변동성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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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표 5. /2 | |의 점근적 백분위수 

 0.05 0.10 0.25 0.50 0.75 0.90 0.95 0.99 

 0.520 0.571 0.677 0.828 1.019 1.224 1.358 1.628 

Note:  is defined by | |  (Inclan and Tia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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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렴성(Convergence) 문제 

 

 최종 변환점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반복적인 절차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계산에서 실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는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ICSS는 크게 세번의 

반복(Iteration)이 존재한다. 일단, 첫번째의 반복 계산은 다음과 

같다. ICSS 알고리즘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변환점을 하나 찾고 그 

변환점을 경계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앞부분에 대해 

시점부터 변환점까지 다른 변환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만약 다른 

변환점이 발생된다면 시점부터 새로 찾은 변환점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한다. 기간을 줄여가면서 전체 기간 중 가장 앞부분의 

변환점인 이 결정된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뒷부분의 기간도 

줄여가면서 가장 뒷부분의 변환점으로 볼 수 있는 을 결정할 수 

있다. 두번째의 반복 계산은 첫번째의 반복계산을 전체 기간에서 

했다면 그 기간을 부터 까지로 그 범위를 줄여 다시 첫번째의 

반복계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행 후, 과 가 추정된다. 이를 

계속 반복하여 추정된 변환점들 사이에 더 이상의 변환점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 가장 많은 컴퓨팅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반복 계산이다. 추정된 1 	

⋯ 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1부터 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변환점이 과 유사한지를 체크한다. 다른 

변환점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체크하여 최종 1 ⋯

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어떠한 한 변환점이라도 유사하지 

않는다면 검증작업을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기준은 

Inclan and Tiao(1994)는 2관측치 이내의 값으로 제안하였다. 반복 

검증으로 변환점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 멈추고 최종적으로 

1 ⋯ 를 선정한다. 이를 그림 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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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정의 및 단계들 
1: : 1부터 관측치 길이( )까지의 수익률 시계열 

1: : 1: 로 추정한  시계열 변화( 1,… . , ) 
: 1: (또는 다른 관측 구간)에서 추정된 첫 변환점 
: 1: 에서 추정된 변환점(변환 시점 추정용) 
: 1: 에서 추정된 변환점(변환 종점 추정용) 

단계1: 1: 에서 를 추정한다. 만약 변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1. 를 기준으로 1: 와 1:  수익률을 구분 한 

후, 마찬가지로 의 움직임을 통해 와 를 추정한다. 
     2. 추정된 와 로 수익률 구간을 다시 설정한 후 

( 1: 와 1: ), 마찬가지로 의 움직임을 통해 
와 를 갱신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와 를 변환 시점과 종점의 후보로 
결정한다. 

단계2: 단계1에서 결정된 와 로 1: 대신 1: 를 
새로운 관측구간 수익률로 둔다. 단계1을 반복하여 새로운 와 

를 추정하고 관측구간을 갱신한다. 이러한 과정을 까지 
반복한다. 
     1. 추정된 와 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는 와 

들의 수), 0  그리고 로 두어 최종 변환점 후보 
열 ( 0,1, . . . , )를 결정한다. 

단계3: 에서 1: , 1,2, . . . , 로 관측구간을 갱신하면서 
를 추정한다.  

     1. 만약 가 와 같다면(2관측치이내),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를 에서 제거하고 를 새로운 후보로 
포함시킨다. 

단계4: 갱신된 로 단계3을 반복한다. 만약 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를 
최종 변환점 로 결정한다. 
     (수렴성 문제). 만약 2관측치이내로 같은 가 발생되지 않아 

알고리즘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100번까지의 반복 중 가장 작은 
관측치 차이가 이후 100번의 반복 중 다시 발생시 수렴시키고 

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반복들 중 가장 차이가 
작았을 때의 를 선택한다. 

그림 14. ICSS 알고리즘의 반복 단계  

(수렴성 문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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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an and Tiao(1994)는 20번 이내의 반복에서 보통 수렴을 

하는 편이라고 제시를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실제의 데이터에서는 아무리 반복을 진행하여도 

2관측치 이내로 수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렴의 

정도를 2보다 큰 수치로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 변환점들이 특정 

값들로만 반복되어 발생하면서 차이가 2관측치 이내로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2보타 큰 

수치를 제시하게 되면 수렴 범위를 약하게 두기 때문에 변환점들의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번 

이상의 반복에서도 수렴하지 않게 되면 100번의 반복 동안 나타난 

변환점들 중에 가장 작은 관측치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다시 

나타날 경우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기존의 

반복들 중 가장 수렴 성능이 최적이었던 시행의 변환점들을 

최종점으로 채택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존 알고리즘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렴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 될 뿐 아니라 추정된 

변환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1.3.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그림 3에 제시하였던 수익률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군집화 정도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반증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이벤트에 반응하여 변동성의 구조가 반복된다. 특히 대륙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시장의 규모에 따라 사건들에 

반응되는 정도가 다름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상성을 벗어나는 변동성의 구조적 변환점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대한 ICSS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를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수익률의 그래프를 파란선으로 

표시하였고 변환점들을 빨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변환점들 사이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유사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변동성의 변환점들을 잘 찾아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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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국가별 신용 부도 스왑의 변환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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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안정 기간 판별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9개에서 18개의 구조 변환점들이 

나타났다. 대략 5년치의 관측치들임을 감안해 볼 때 1년에 2개에서 

3개의 변환점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기간 보다 변동성이 큰 기간에 

변환점들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1년에 1개 전후의 변환점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위기 기간의 특징 

중 하나인 시장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기간(Unstable period 

regime)에는 더욱 많은 변환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불안정에서의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시점들에 변환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으로 바뀌는 신호(위기의 시작)는 ICSS 알고리즘 

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정한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는 정보(위기의 종결)를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보 

모두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시장의 안정성(Stability)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2.1. 방법론 

 

 이전의 연구에서는 ICSS알고리즘과는 별개로 불안정 기간(위기 

기간)을 판별하는 첫 시도로 간단히 -test (Rice, 2007)를 교차 

검정하여 판별하였으나 (Kim, 2013), 본 연구는 ICSS가 내포하는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게 된다. D 의 움직임에 따라 변환점을 찾게 

되는 ICSS 알고리즘은 위쪽과 아래쪽 경계를 사용하는데, 이 

경계들은 	 /2 | | 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아래쪽 경계나 위쪽 경계의 부호만 다를 뿐 수치적으로 

같다. 그러므로 실제는 위쪽 경계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의 이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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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다. 가 양수 움직임을 보여서 위쪽 경계를 넘어설 때와 

음수 움직임으로 아래쪽 경계를 넘어설 때 차이가 있다. 위쪽 

경계를 넘어서면 그 시점 이후로 변동성이 작아짐을 의미하며, 

아래쪽 경계를 넘어서면 변동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Inclan and 

Tiao, 1994).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 판별법을 제시한다. 

 

 일단 가 아래쪽 경계를 넘어설 때는 -1을 위쪽 경계를 넘어설 

때는 1이란 신호를 저장한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개의 

변환점들에 대응하는 (1 ⋯ ) 신호,  for 

1,2, … , , 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신호는 많은 반복을 통해 

추정된 변환점들에 대응하기 때문에 신뢰성에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는 -1과 1로 구성된 열이 된다. 만약에 특정 -1과 1이 

선택된다면 -1에 대응되는 변환점을 불안정 기간의 시점, 그리고 

1에 대응되는 변환점은 불안정 기간의 종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ICSS 알고리즘에서는 의 신호와 관계없이 검증하고자 하는 

변화점 전후의 변환점들을 하위 기간으로 두고 계속해서 검증해 

나갔었는데 이제는 의 신호를 반영하여 가 -1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열을 포함하는 전후 변환점들을 하위 기간으로 

두고 다시 변환점 하나( )를 추정한다. 마찬가지로 가 1인 

경우에 대해서도 시행한다 ( ). -1이 포함된 열들 중에서 

시점의 경우 을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를 최종적인 불안정 

기간 시점( )으로 종점의 경우 1이 포함된 열들 중에 을 

넘는 가장 가까운 를 최종적인 불안정 기간 종점( )으로 

제시한다. 불안정 기간의 시점들을 정할 때 를 넘지 않는 

변환점들 중 선택을 하는 이유는, 특정 2개의 변환점들 사이에 

가 나타났을 때 후자의 변환점을 불안정 기간 시작점으로 

정한다면 와 후자의 변환점 사이의 불안정 정보가 손실되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의 변환점으로 정한다면 안정 정보가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신 불안정 정보 손실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의 변환점이 아닌 후자의 변환점을 최종 불안정 

기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은 불안정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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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시점과 종점의 선택 과정을 그림 16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미국 신용 부도 스왑의 전체적인 불안정 기간 판별 

과정을 그림 17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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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정의 
1: : 1부터 관측치 길이( )까지의 수익률 시계열 

1: : 1: 로 추정한  시계열 변화( 1,… . , ) 
	 1,2,… , : 추정된 최종 변환점( 는 관측치 까지 중에서 추정된 변환점들의 수) 
	 1,2,… , : 에 대응되는 의 움직임 경향(음수로 하단을 넘어서면 -1, 양수로 상단을 넘어서면 1) 

: 가 -1 또는 1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간의  움직임으로 추정된 첫 변환점 
: 가 -1인 들 중 를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변환점  (불안정 기간 시점) 

: 가 1인 들 중 를 넘는 가장 가까운 변환점  (불안정 기간 종점) 

ᆞ불안정 기간 시점 선택 과정 예시 

단계1: 가 -1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간 [301:700]을 선택한 후, 를 추정한다. 

k  

(S ) 
1 

(0) 

300 

(1) 

400 

(-1) 

500 

(-1) 

600 

(-1) 

700 

(1) 

1000 

(0) 

단계2:  

 

:    no          401          501         601 

ᆞ불안정 기간 종점 선택 과정 예시 

단계1: 가 1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간 [301:700]을 선택한 후, 를 추정한다. 

k  

(S ) 
1 

(0) 

300 

(-1) 

400 

(1) 

500 

(1) 

600 

(1) 

700 

(-1) 

1000 

(0) 

단계2:  

 

:    400          500          600         no 

 
그림 16. 불안정 기간의 시점과 종점의 판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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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불안정 기간 판별 예시 (미국 신용 부도 스왑의 경우) 

단계1: 0이 아닌 의 초기값을 파악한다. 만약 1/1면, 시점/종점 과정을 먼저 시행한다. 

k  

(S ) 
1 

(0) 

249 

(-1) 

317 

(-1) 

323

(1)

401

(1)

437 

(-1)

551

(1)

752

(1)

944 

(1) 

1110

(-1)

1203

(1) 

1386

(-1)

1391

(0) 

                        => :250 

단계2: 만약 단계1이 시점/종점 과정이었다면, 반대로 종점/시점 과정을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k  

(S ) 
1 

(0) 

249 

(-1) 

317 

(-1) 

323

(1)

401

(1)

437 

(-1)

551

(1)

752

(1)

944 

(1) 

1110

(-1)

1203

(1) 

1386

(-1)

1391

(0) 

                                                 => :no 

k  

(S ) 
1 

(0) 

249 

(-1) 

317 

(-1) 

323

(1)

401

(1)

437 

(-1)

551

(1)

752

(1)

944 

(1) 

1110

(-1)

1203

(1) 

1386

(-1)

1391

(0) 

                                                                        => :944 

k  

(S ) 
1 

(0) 

249 

(-1) 

317 

(-1) 

323

(1)

401

(1)

437 

(-1)

551

(1)

752

(1)

944 

(1) 

1110

(-1)

1203

(1) 

1386

(-1)

1391

(0) 

                                                                        => :no 

k  

(S ) 
1 

(0) 

249 

(-1) 

317 

(-1) 

323

(1)

401

(1)

437 

(-1)

551

(1)

752

(1)

944 

(1) 

1110

(-1)

1203

(1) 

1386

(-1)

1391

(0) 

                                                                                       => :no 

단계3: 모든 결과를 정리하여 불안정 기간들을 판별한다. 위의 예에서는 불안정 기간의 시점과 종점이 각각 250과 

944가 선택되었다. 

 

그림 17. 미국 신용 부도 스왑의 불안정 기간 판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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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변동성의 불안정 기간 

 

 그림 18에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 들을 제시하였다.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의 변환점들이 

추정되었으며 나라들마다 정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변동성이 큰 부분을 잘 

찾아낸 듯 보인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었던 미국의 결과를 보면 대략 2007년 후반에서 2010년 중반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에서도 변동성이 

커졌던 기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에서 반응하고 있고 일본과 

남아메리카 3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다소 작거나 급격한 침체에 빠진 국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의 반응일 뿐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로 속단할 수 

없는 정보다. 다만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특성상 국가 부도에 대한 

정보로써의 변동성이 불안정성이 높아졌음을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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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의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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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표 6에 불안정 기간에 대한 결과와 함께 각 

기간에서의 변동성 평균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변동성은 

괄호로 표시를 하였으며 변동성 수치가 큰 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8월 

12일 까지로 제시되었다. 그 안정 기간(Stable period regime)으로 

나타내며 변동성의 경우도 불안정 기간에서 4.2608로 가장 높았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며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불안정 기간에서 변동성이 높게 관찰되었다. 영국의 

경우 첫번째 불안정 기간 변동성이 작게 나타나는데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영국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수익률 값이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은 변동성이 큰 구간을 잘 잡아주었다. 

또한 미국의 불안정 기간과 유럽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정확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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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국가들의 안정/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 (월/일/년 및 (변동성)) 
Markets Unstable period regime and the volatility of each regime 

 Pre unstable Unstable Post(Pre) unstable Unstable Post unstable 

United States 1/1/2007-12/13/2007 

(0.3273) 

12/14/2007-8/12/2010

(4.2608) 

8/13/2010-4/30/2012 

(1.7560) 

  

France  

 

 

1/1/2007-4/13/2007 

(12.5961) 
9/30/2008-1/12/2011 

(3.7766) 

4/14/2007-10/4/2007 

(6.7340) 
1/13/2011-7/6/2011 

(2.2669) 

10/5/2007-12/24/2007

(19.1583) 
7/7/2011-4/30/2012 

(3.3914) 

12/25/2007-9/29/2008

(2.1447) 

Germany 1/1/2007-8/1/2007 

(3.4820) 

8/2/2007-3/6/2008 

(6.8289) 

3/7/2008-9/30/2008 

(2.9718) 

10/1/2008-4/30/2012 

(3.2117) 

 

United Kingdom 1/1/2007-11/6/2007 

(0.2422) 

11/7/2007-2/8/2008 

(0.3945) 

2/9/2008-10/1/2008 

(0.6708) 

10/2/2008-4/30/2012 

(2.5000) 

 

China 1/1/2007-7/27/2007 

(2.5874) 

7/28/2007-6/8/2010 

(3.9182) 

6/9/2010-4/30/2012 

(2.5243) 

  

Japan 1/1/2007-12/3/2007 

(5.225) 
5/28/2009-3/9/2011 

(2.2779) 

12/7/2007-4/23/2008 

(8.333) 
3/10/2011-3/23/2011 

(6.2839) 

4/24/2008-7/14/2008 

(3.0609) 
3/24/2011-10/6/2011 

(1.7465) 

7/15/2008-5/27/2009 

(4.9048) 
10/7/2011-4/30/2012 

(2.3661) 

 

Korea 1/1/2007-7/23/2007 

(1.8508) 

7/24/2007-12/21/2010

(3.922) 

12/22/2010-4/30/2012 

(1.7771) 

  

Argentina 1/1/2007-6/5/2007 

(1.7428) 

6/6/2007-12/13/2007 

(3.5344) 
5/5/2010-3/11/2011 

(2.1633) 

12/14/2007-9/19/2008 

(1.8908) 
3/12/2011-8/4/2011 

(1.2307) 

9/20/2008-6/30/2009 

(3.0446) 
8/5/2011-11/21/2011 

(3.0713) 

7/1/2009-5/4/2010 

(1.8853) 
11/22/2011-4/30/2012

(1.8033) 

Brazil 1/1/2007-2/27/2007 

(1.8471) 

2/28/2007-10/30/2009

(3.6576) 

10/31/2009-8/4/2011 

(1.9824) 

8/5/2011-12/9/2011 

(4.1128) 

12/10/2011-4/30/2012

(1.4558) 

Mexico 1/1/2007-7/20/2007 

(1.6339) 

7/21/2007-11/10/2009

(3.9153) 

11/11/2009-8/4/2011 

(2.0177) 

8/5/2011-11/10/2011 

(4.436) 

11/11/2011-4/30/2012

(1.7181) 

South Africa 1/1/2007-7/17/2007 

(1.8944) 

7/18/2007-5/29/2008 

(3.906) 
8/4/2011-12/7/2011 

(4.055) 

5/30/2008-9/4/2008 

(1.4919) 
12/8/2011-4/30/2012 

(1.4671) 

9/5/2008-7/23/2010 

(3.4894) 
 

7/24/2010-8/3/2011 

(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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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불안정 정보의 전이 시기(Transmission timing) 
문제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 전이에 관한 

것이다. 다음 장부터 이러한 정보의 전이에 따른 국가들 간의 

동조화/비동조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그 전에 

불안정 정보의 전이 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논문들의 경우 특정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는 

시점들을 단순히 특정 국가의 위기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가장 

가까운 변환점들을 그 충격이 전이된 날짜들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논문에서, 위기의 발생국으로 

간주되는 태국(Thail)의 위기 발생 시점 이후 각 나라들의 구조적 

변환점을 위기의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중국(China)과 홍콩(Hong Kong), 그리고 타이완(Taiwan)의 

순서로 전이가 되었다고 하였다 (Wang and Nguyen Thi, 2012).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과 홍콩, 

그리고 타이완의 추정된 전이 시기들은 그 국가 내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 있으며 또한 그 전이 시점 이후로 변동성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여 위기가 종결되는 시점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에도 전이 되어 충격이 전해진다면 충격을 받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위기 발원지의 변동성처럼 그 시점 이후에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혹은 이미 그 국가가 

다른 이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었다면 최소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감소가 나타나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제시한 불안정 기간 판별을 통해 얻어진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줄 일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3.1. 전이 시기 판별 

 

 불안정 기간(위기)에 진입한후 다른 국가들에도 이러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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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는지 따라 전염 시점이 다르다는 논리를 가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위기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왔고 추가적인 불안정성의 

상승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불안정성이 미리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국가가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선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불안정성이 진행 중인 채 미국에 의한 위기 

정보가 중첩된 경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미국 발 위기 정보가 그대로 같은 날 반영되었다고 본다. 만약 

추가적인 불안정성의 상승이 발생된다면 그 시점을 전이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위기가 시작(불안정성의 

시작)되었음에도 다른 국가는 안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서는, 실제로 다른 국가는 아주 건전한 금융상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의 위기 정보가 아직 전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주 건전한 금융상황이었다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적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시점에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판별기준을 그림 19에 제시하였다. 

 

 
ᆞ전이 시점 판별 단계 
단계1: 위기 원인국의 불안정 기간 시점을 판별한다. 
단계2-1: 다른 국가들의 상태(불안정)를 파악하고 전이 시점을 
결정한다. 
     1. 다른 국가의 불안정 기간 동안 원인국의 불안정성 진입(위기 

시작) 이후 추가적인 변동성의 증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을 전이 시점으로 결정한다. 

     2. 만약 추가적인 변동성의 증가가 없다면 윈인국의 위기 정보가 
같은 시점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가정하고, 원인국의 위기 시작일을 
전이 시점으로 결정한다. 

단계2-1: 다른 국가들의 상태(안정)를 파악하고 전이 시점을 결정한다. 
     1. 안정 기간이 끝나고 불안정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전이 

시점으로 결정한다. 

 
그림 19. 불안정 정보의 전이 시점 판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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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신용 부도 스왑 시장과 주식(Stock) 시장에서의 전이 

시기 

 

 표 7에 각 국가들에 대한 불안정성 전이 시점들을 제시하였다. 

검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글자들은 각 국가별로 불안정 움직임을 

보인 기간에 포함되는 변동성의 변환점들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빨간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불안정성 정보가 전염된 날짜들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추정된 전이 시점을 의미한다. 전이의 기준으로 

미국을 사용하였다. 2007년 12월 14일에 미국의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불안정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날짜 이후로 

다른 국가들의 전이 시점들에 대한 논의이다. 빨간색과 밑줄이 함께 

적용된 국가들은 기존의 방법론과 본 연구의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총 10개의 국가들 중, 중국, 브라질,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가 해당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차이를 보이는데, 유럽 

국가들은 모두 차이를 보인다. 먼저, 프랑스는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2007년 12월 25일이 선택이 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2007년 

10월 5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변동성이 큰 기간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일 뿐 아니라 2007년 12월 25일이 

지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서 

전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유럽 국가들인 독일과 

영국 모두 기존의 접근에서 추정된 전이 시점은 이후 변동성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론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위기 이전에 그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위기가 기존의 위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의 시장은 그렇지는 

않았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의 접근은 2008년 1월 

18일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안정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마치 

적절한 시점을 제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의 데이터를 보면 

2008년 1월 18일부터 2008년 5월 27일은 그 전 기간보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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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줄어든다. 2008년 5월 28일 이후에야 변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2008년 5월 28일을 전이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이 순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규모가 큰 유럽 3개국과 일본이 첫번째로 

전염되었으며 다음으로 남아프리카와 중국이 2008년 1월을, 그리고 

한국이 2008년 5월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3개국은 모두 

마지막으로 2008년 9월에 전염이 일어났다.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 

남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 유럽과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순서로 전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규모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듯 보인다. 대륙별로 

유사한 시점들이 군집화(Clustering)되었고 이러한 순서가 

지지된다면 전이 시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장의 불안정 기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접근은 국가들마다 전이 시점이 

불안정성 진입일(위기 시작일)과 일치 할 수도 없으며 모두 다르게 

제시 된다.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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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의 불안정 기간 시작과 다른 국가들의 불안정 정보의 전이 시점들 결과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Korea Argentina Brazil Mexico South 
Africa 

12/14/2007 2/15/2007 8/2/2007 11/7/2007 7/30/2007 6/5/2007 3/8/2007 6/6/2007 2/28/2007 7/23/2007 7/18/2007 
3/19/2008 4/16/2007 8/30/2007 2/11/2008 8/2/2007 12/7/2007 7/24/2007 7/25/2007 7/23/2007 8/1/2007 8/20/2007 
3/27/2008 8/20/2007 3/7/2008 8/11/2008 11/12/2007 4/24/2008 11/12/2007 9/25/2007 9/20/2007 11/30/2007 1/1/2008 
7/15/2008 8/22/2007 5/1/2008 10/2/2008 12/5/2007 7/15/2008 11/22/2007 12/14/2007 9/16/2008 9/16/2008 2/7/2008 
9/3/2008 10/5/2007 7/18/2008 10/31/2008 1/21/2008 11/24/2008 1/18/2008 7/14/2008 10/31/2008 10/24/2008 5/30/2008 
2/10/2009 12/25/2007 10/1/2008 1/27/2009 1/30/2008 2/13/2009 5/28/2008 9/22/2008 12/19/2008 12/19/2008 9/5/2008 
11/18/2009 5/1/2008 1/28/2009 5/26/2009 10/13/2008 2/20/2009 6/2/2008 10/24/2008 11/2/2009 11/11/2009 10/9/2008 
8/13/2010 9/30/2008 5/6/2009 6/9/2011 12/4/2008 5/8/2009 10/6/2008 12/15/2008 4/28/2010 4/28/2010 11/14/2008
4/4/2011 12/11/2008 6/18/2009 11/3/2011 6/9/2010 5/28/2009 11/17/2008 1/9/2009 6/8/2010 6/8/2010 5/15/2009 
8/11/2011 5/1/2009 6/25/2010  9/13/2011 10/16/2009 5/6/2010 6/11/2009 12/7/2010 12/6/2010 4/28/2010 
4/24/2012 5/26/2009 11/29/2010  2/27/2012 12/3/2009 6/3/2010 7/1/2009 8/5/2011 8/5/2011 5/31/2010 

 12/23/2009 12/13/2010  2/29/2012 6/9/2010 12/22/2010 5/5/2010 12/12/2011 11/11/2011 7/26/2010 
 6/14/2010 4/5/2011  3/23/2012 3/10/2011 8/5/2011 6/8/2010   11/2/2010 
 11/4/2010 7/7/2011   3/24/2011 9/22/2011 3/14/2011   12/7/2010 
 1/13/2011 11/4/2011   5/10/2011 11/30/2011 8/5/2011   8/4/2011 
 4/5/2011    8/8/2011 3/8/2012 11/23/2011   12/8/2011 
 7/7/2011    10/7/2011 3/19/2012 3/2/2012    
 12/14/2011    1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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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과 

주식(Stock) 시장 전이 시점 결과를 살펴본다. 주식 시장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 상품들에 

비해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다양한 거래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염 시점 전후의 반응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에서 추정한 불안정 기간이 

다른 시장에도 적합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추후에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가장 대표되는 시장의 데이터도 활용하여 추정된 전이 시점의 

적합성을 확인해 본다. 데이터는 야후 금융(Yahoo finance)와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의) 티커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유럽의 

CAC 40, DAX, FTSE 100, 아시아 시장의 SSE Composite 지수, 

Nikkei 225, KOSPI 지수이며, 남아메리카의 MERVAL, BOVESPA, 

IPC,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FTSE/JSE다. 데이터의 기간은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와 같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이다.  

 

 그림 20과 그림 21에 각 대륙별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시장과 

주식 시장의 전이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검은 점선은 기존의 

접근에서 추정된 전이 시점이며 빨간 점선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불안정 기간을 고려한 전이 시점 추정치이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독일과 영국은 대략 50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어떠한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주식 시장은 차이가 나타난다. 방법론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프랑스와 영국은 빨간 점선 이후 시장의 

급락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검은 점선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의 지수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마찬가지의 해석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차이가 없지만 일본은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검은 점선 이후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주식 시장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 검은 점선이 빨간 점선보다 앞에 위치하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검은 점선도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듯 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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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듯 보이지만 빨간 점선 이후 급격한 신용 부도 스왑의 

상승과 주식 시장의 하락을 보면 본 연구의 판별기준이 더욱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한국과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검은 점선이 더 이른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전이 시점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나머지 브라질, 

멕시코와 남아프리카는 접근법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추정된 전이 

시점 이후 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적합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은 전이 시점에 대해 

기존 접근보다 더욱 나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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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의 불안정 정보 전이 시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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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식 시장에서의 불안정 정보 전이 시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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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고 시스템의 구축 
 

 추정된 불안정 기간을 사용하여 경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기존의 안정/불안정 정보를 유지하면서 데이터(정보)에 맞추어 

불안정성에 진입이 되었는지 벗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변화가 있을 때 

추정된 변환점들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ICSS 알고리즘이나 불안정 기간 

판별은 데이터 표본(Sample)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이다. 만약 

데이터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 변동성 구조 변환점들과 불안정 

변환점이 로버스트(Robust)하지 않는다면 추정된 변환점들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정된 변환점들은 유의수준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의수준에 따른 로버스트 검사를 통해 유의한 

유의수준의 정보도 함께 제시한다.  

 

 데이터는 시점과 종점의 변화에 따라 추정치들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로버스트 검사를 위해 2가지의 경우를 분석한다. 첫째는 

시점의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점의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검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길이는 1391 관측치(Observation)들로 이의 약 25%에 

해당하는 300개의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다. 즉,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변동성 구조 

변환점들과 불안정 변환점들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2007년 1월 

2일부터 종점까지, 2007년 1월 3일부터 종점까지, 그리고 끝으로 

2007년 5월 18일부터 종점까지의 추정을 정리한다. 총 300번의 

시행 중 추정된 변동성 구조 변환점들과 불안정 변환점을 횟수를 

계산하여 퍼센트로 계산하였다. 물론 2007년 5월 18일 이전의 

날짜들에서는 총 300번의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총 

횟수를 계산하였다. 종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적용한다. 

처음엔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의 데이터로 

추정을 하고 하루씩을 늘려 2012년 4월 30일까지 계산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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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를 퍼센트로 계산한다. 따라서 2개의 방법론들(ICSS알고리즘과 

불안정 기간 판별)과 2개의 경우(시점과 종점)에 대한 결과 4개가 

제시 될 것이다. 이를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파란선들은 ICSS 

알고리즘의 결과이며, 빨간선들은 불안정 기간 판별의 결과다. 

점선은 시점에 대한 검사 결과들이며 일반 선은 종점에 대한 

결과들이다. 각 나라들마다 다른 결과들이지만, 전반적으로 

파란선들이 빨간선들 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유의수준이 

커지면서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들도 보인다. 불안정 기간 판별은 

ICSS 알고리즘의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ICSS 

알고리즘이 로버스트 할수록 불안정 기간 판별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세가 반영되는 부분은 그림 23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유의수준에 따라 추정된 변동성 구조 

변환점들과 불안정 변환점을 나타내었다. 유의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추정된 변환점들의 수가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추가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변환점들이나 불안정 변환점들이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적다. 그러므로 계속 추정되던 변환점들이 다시 또 

선택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유의수준이 높을 때 로버스트가 높은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0.1 전후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유의수준이 높을 때 로버스트가 크기도 하지만 0.05를 전후한 낮은 

유의수준에서도 작은 정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마다 선호되는 유의수준이 다르지만, 유의수준이 너무 커서 

분석의 의미가 적은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략 1%에서 15% 이내의 

유의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특성으로 초기 정보보다 마지막 정보에서 로버스트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아무래도 이미 반영된 정보들보다 새로 반영된 

정보에 민감한 듯 보인다. 특히 ICSS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지막 정보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불안정 기간 

판별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에서 

15% 이내의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고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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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하였듯이, ICSS 알고리즘은 유의수준에 의존하고 있듯이 

불안정 기간 판별도 그러하다. 그리고 경고 시스템의 경우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유입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보에 대한 로버스트 결과들을 기준을 활용할 

것이다. 그림 24에 경고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입력 받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로버스트 

결과들을 제시하게 되면 유의수준의 기간과 무빙 윈도우(Moving 

window)를 입력하여 1%와 5%이내의 결과 중 가장 로버스트한 

유의수준을 선택하게 되고 그림에 제시된 단추들 중 “Time 

Varying Plot”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고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날짜와 불안정 기간에 진입되었는지 여부를 “warning”이 

나타내 주며 마지막 변환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에서 추정된 

“VaR” 지표를 동시에 제시해준다. 700의 표시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의 데이터부터 출발함을 

의미한다. 일주일마다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불안정 기간 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 정보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종종 

추정된 변환점이 약간씩은 전후로 이동하기도 하고 사라지다 

재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줄어들다. 제시하진 않았지만 변동성 구조 변환점들과 

불안정 변환점에서 가운데 부분은 거의 100%로 양끝의 변환점보다 

로버스트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시점들과 

종점들 주변의 신규 변환점들이 10%미만의 수치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로버스트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변환점들이 일관된 편이라 경고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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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의수준에 따른 ICSS 알고리즘과 불안정 기간 판별의 로버스트 결과 
(파란 점선: ICSS 알고리즘 시점 분석, 파란 실선: ICSS 알고리즘 종점 분석) 

(빨간 점선: 불안정 기간 판별 시점 분석, 빨간 실선: 불안정 기간 판별 종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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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유의수준에 따른 ICSS 알고리즘 변환점과 불안정 기간 판별 변환점의 개수 변화 
(파란 점선: ICSS 알고리즘 시점 분석, 파란 실선: ICSS 알고리즘 종점 분석) 

(빨간 점선: 불안정 기간 판별 시점 분석, 빨간 실선: 불안정 기간 판별 종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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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불안정 기간 경고 시스템의 구축  

(Matlab 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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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동성 구조 변화와 불안정 기간 판별 요약 
 

많은 금융시장의 연구들에서, 역사적인 변동성의 정확한 추정과 

예측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변동성의 추정은 금융 자산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많은 금융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 측면으로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다른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금융시장의 

위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변동성의 두드러진 증가(불안정 

움직임을 보이는 기간)에 대한 연구는 많은 금융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해서 궁금증을 일으켜 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종결이냐 진행이냐에 대한 물음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ICS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의 불안정 움직임이 

증가되는 구간만을 판별하였다. 국가 부도위기를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의 금융시장과 각 대륙별 10개 

국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변동성의 관점에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정성이 시작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 

혹은 아직 진행중인 지에 대한 많은 금융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간의 

전이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간략한 확인을 위해 전이 시점 문제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방법에 비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전이 시점의 결정에 더욱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경고 시스템의 구축에도 활용 할 수 

있었으며, 로버스트 검사를 통해 유의수준에 따른 비일관성(Non-

consistence)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반영할 뿐 아니라 

경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시장 정보를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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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은 

결국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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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불안정성의 동조화(Coupling) 경향 
분석 
 

 최근, 국가들간의 금융국제화가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수익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국가들간의 

동조화(Coupling)/비동조화(Decoupling)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동조화에 관한 쟁점은 이번 2007-

2009년에 진행된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에 의해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다. 주식(Stock) 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들에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주택담보대출(Mortgage) 시장의 

붕괴로 인한 신용 부도 스왑(CDS)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급락을 

야기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헤지(Hedge)를 위해 더욱 많은 자금들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빼내면서 이러한 위기 정보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장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자금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파산을 유발시키기도 하였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 자산들로부터 안전 자산들로의 자금유동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에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주식 시장의 경우 급격한 폭락이 발생되었으며 통화(Currency) 

가치도 하락 하였다. 따라서 금융 시장들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으며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 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낳았다. 

 

 많은 연구자들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도 이러한 위기가 다른 

국가들에 전이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위기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대한 주목을 이끌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번 위기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이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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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Default)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실제로 많은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방향이 신용 부도 스왑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관관계의 움직임과 동조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존재하는 국가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 금융 시장이 성장하면서 신용 부도 스왑는 다른 

시장들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민감도로도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관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조화 현상의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시장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기에 대한 혹은 다른 금융 사건들에 대해서 신흥 시장들 또는 

개발도상국 시장들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다 (Bekaert and 

Harvey, 1994; Chen et al., 2002; Chiang et al., 2007; Goetzmann 

et al., 2001; Hamao et al., 1990; Kim et al., 2005; Longin and 

Solnik, 1995; Lorenzo et al., 2006; Phylaktis and Ravazzolo, 2005; 

Theodossiou and Lee, 1993; Yang, 2005). 하지만 위의 연구들을 

대부분 주식 이나 채권(Bond) 시장들을 위주로 연구되었으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확장으로 대륙별 주요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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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제 정의 
 

4.1.1. 상관관계(Correlation)로 본 동조화 경향 

 

 시장들의 상관관계는 경기가 좋을 때에는 감소하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증가한다 (Ang and Bekaert, 1999; Baig et al., 1998; 

Lin et al., 1994; Longin and Solnik, 1995, 2001; Sachs et al., 

1996). 호황(Bull market)에서는 각 국가의 정보에 크게 의존되어 

그 증가 폭이 결정되는 편이고 불황(Bear market)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동성(Liquidity)이 사라지거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면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더 증가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다양화(Diversification)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관관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장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한 시장의 

손실이 또 다른 시장의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때는 상관관계를 낮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관관계의 유의한 증가를 전염(Contagion) 또는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의 존재로 간주할 수도 있다 (Forbes 

and Rigobon, 2002; Lessard, 1973; Solnik, 1974). 

금융시장들에서의 전염의 증거는 확정적이지 않다. 전염은 시장들이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으로 정의된다 (Forbes and Rigobon, 

2002), 그러나 만약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다면, 

상관관계의 유의한 증가는 때때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전염이 아니라, 단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cy)이다” (Basu 

et al., 2002; Bordo and Murshid, 2000; Forbes and Rigobon, 

2002). 그러나, 1요소(Factor) 모델의 구현으로 “일종의 전염, 

일종의 상호의존성”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전이 

구조(Mechanism)들이 고려된다. 전이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5가지로 구분된다: 상관관계 정보에 의해 (George and Bang Nam, 

1989; King and Wadhwani, 1990), 위기경보(Crisis warning)에 

의해 (Sachs et al., 1996), 유동성에 의해 (Claessen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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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2004), 시장간 헷지관점에 의해 (Calvo and Mendoza, 

2000; Kodres and Pritsker, 2002)와 부(Wealth)의 이전 효과에 

의해서다 (Kyle and Xiong, 2001). 하지만 관련 데이터와 변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익률들의 전염 효과 또는 동조화 효과를 분석 하는 

편이다. 따라서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상관관계의 유의한 증가로 

파악한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변량(Multivariate) DCC-

GARCH(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GARCH) 모형 (Engle, 

2002)을 사용한다. 이것은 장기균형(Long-equilibrium)를 

고려하는 GARCH 모형의 사용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시장변동성의 

파급(Spillover) 효과가 GARCH 모형의 주된 목적이며, 

공적분(Cointegration) 백터(Vector)의 변동성도 공적분 분석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문헌들은 외부적인 금융 충격이나 사건 이후 

시장들의 장기 상관관계 움직임에 초점을 둔다. Ryan(2003)은 

금융 시장의 연결(Linkage)의 영구적인 움직임이 상관관계 

계수들의 공적분 경향의 증가를 야기시키며, 이를 전염 효과나 

일시적인 변동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공적분 관련 

방법론들은 관계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둔다. 다소 시스템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변량 DCC-GARCH을 사용하여 수익률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추정하며, 불안정 기간과 같은 특정 기간들 동안의 

특성들을 연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금융 연구자들과 실무 금융 

경제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동조화 결과의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금융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각 국가의 신용 부도 스왑 사이의 동조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Boyer et al.(2006)에 따르면, 금융 투자자들은 시장의 전염 효과에 

의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하게 되며, 이는 행동 금융학(Behavior 

finance)에서의 군집화로도 표현된다 (Hirshleifer and Hong Teoh, 

2003).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군집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군집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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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의 금융 투자를 더욱 증가시킨다. 전염과 군집행동은 

다르다. 전자는 한쪽에서 다른 시장으로 금융의 충격이 전이됨을 

의미하며, 시장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후자는 국제적 시장들에서 금융 투자자들의 행동이 동시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시장들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Hirshleifer and Hong Teoh(2003)에 따르면, 

군집(Herding)/비군집(Dispersing)은 실제 개개인의 상호 

작용들로 인해 야기되는 동성(Similarity)/부동성(Dissimilarity)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군집행동은 일반적으로 투자자 심리의 

유의한 변화들이나 시장간 헷지에 의한 의견 선호 경향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측치가 군집화를 야기하지 않고 선호에 의한 

비군집화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가 군집화와 비군집화의 

주요 쟁점이다. 동적 조건부 상관관계들은 불안정 기간들에서의 

군집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들에 사용되었다 (Boyer et al., 

2006; Chiang et al., 2007; Corsetti et al., 2005; Jeon and Moffett, 

2010).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군집행동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동조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해 조건부 상관관계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접근, 이동 윈도우(Rolling window)와 t -통계량을 

사용하여 동조화 경향, 군집행동 결과와 포트폴리오 다양성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 기간의 결정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의 한계와 의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 발원지와 

불안정 기간(높은 변동성 기간)의 선정이다. 게다가, 불안정 

기간으로 인한 다른 안정 기간의 선택은 의도적이며 편향(Bias)을 

가지게 된다 (Brian et al., 199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활용하여 지난 미국의 위기 

기간을 설정한다. 불안정 기간 판별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된 

기간을 결정하는 접근으로 위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적합하며, 다양한 접근에서 위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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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관한 편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정된 불안정 기간의 

적합성에 대한 접근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위기전과 위기의 비교나 위기와 위기후의 비교를 진행 할 수 

있지만, 위기전과 후의 비교가 전염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 더욱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미 상관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 예상되지만 위기전과 후는 

상황에 따라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에는 매일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기라고 판단하고 동조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후의 후유증도 

함께 겪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위기 전, 위기와 위기후의 

상관관계 구조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위기전과 후의 비교로 동조화 경향을 확인한다. 만약 

기간의 구분만 필요하다면 비조건부(Unconditional) 상관관계의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조건부 상관관계란 특정 기간의 

상관관계 계수들을 상수(Constant)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Longin 

and Solnik(1995)는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미국과 다른 

7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국가들의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Ryan(2003)는 미국과 독일의 주식 시장 

상관관계의 기간 가변성(Time-varying) 성질을 파악하였고, 주식 

수익률들의 상관관계 추정을 위해 비조건부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확신했다. 경제와 금융 

시장들은 시간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장들의 상관관계들이 상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Engle(2002), 

Tsay(2002)와 Tse and Tsui(2002)는 조건부 상관관계 추정을 

위한 동적(Conditional) 상관관계는 상수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장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불안정 기간 판별을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의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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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였으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동조화 경향과 군집행동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헷징 

전략을 포함한 위기 관리부터 많은 금융 분야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 

조건부 변동성은 지속성 경향이 강하고, 조건부 상관관계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높아 동조화 경향과 군집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가 존재하며 불안정 기간(위기) 

전/위기/위기 후 에서 각각 다른 상관관계 구조를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경제 규모나 지리적인 위치로 특성이 

군집화(Clustering)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불안정 

기간(위기) 초기에 모든 국가들의 상관관계 계수들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마찬가지로 동조화 경향과 

군집행동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설(Hypothesis)을 통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동조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적절한 이분산 보정으로 

상호의존성만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만 미국을 이번 금융 위기의 가장 큰 

원인국으로 간주함이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 과정에 있어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는 위기 기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였으며 기존의 경험적 검사가 가지고 있던 큰 

단점을 잘 보완하였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1.2. 시계열(Time series) 모형으로 본 동조화 경향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구조는 건전하나 위기 발생국에 의한 파급(Spillover) 효과임을 

강조한다. 즉, 자국의 경제 구조가 아닌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7년에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자산(Real asset)과 파생상품(Derivatives)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기들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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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 2009; White, 2008). 이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의 위기로도 확산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시작된 파급 효과들이 거시경제(Macroeconomic) 

구조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한 군집행동에 

의해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기 전과 후를 분리하여, 위기 전, 위기와 위기 후로 시간이 

흐름에 따른 구조 효과(Fundamental effect)와 군집행동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의 흐름에서만 비추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자칫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 동조화 효과(Fundamental coupling 

effect)와 군집 동조화 효과(Herding coupling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기 전후 결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은 명확한 동조화 흐름을 나타내어 주지 못하며 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전이 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금융 전염은 어떤 국가의 위기 이후에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성의 증가로써 정의될 수 있다. Kiyotaki and 

Moore(2002)는 기초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이나 신용 위험에 의한 

부도로 다른 금융 자산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전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Kodres and Pritsker(2002)는 위기가 발생해서 

금융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관련 포트폴리오를 축소(Deleverage)할 

때 전염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시적 움직임은 구조 경제 

충격(Shock)들과 투자자들의 군집행동이라는 외부적인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위기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주택 거품이 붕괴되면서 정부 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까지 구입하는데 이르 고, 이는 급격한 주택 

신용(Credit) 가치 하락을 야기했으며 결국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의 시초가 되었다. 집소유자들의 모기지 부도로 

인한 Mortgage Backed Securities(MBS)의 급격한 가치 하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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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CDO) 시장의 붕괴를 일으켰다. 

CDO 기업은 신용 부도 스왑(CDS)과 같은 복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CDS 구매자에게 부도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위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CDS는 금융 

위기와의 연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다른 2가지의 경로도 포함되어 있다. 위기로 

야기된 많은 충격들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와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을 말한다. Acharya et al.(2004)는 다양한 부도 사건들이 금융 

자산들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premium)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실제로 신용 부도 스왑이 그러한 경우다. 이번 금융 위기 이후 주목 

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 수치는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자산들의 가치하락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정크 

본드(Junk Bond)가 가려지는 이점도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 너무나 

과도하여 유동성이 더욱 줄어들고 동시에 위기가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구조에 의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었으며 

보통 쌍방(Bi-lateral)에 관한 연구들이다. 주식, 채권과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3가지의 시장 중 

선행시차 관계에 관한 연구인데, 주식과 신용 부도 스왑은 채권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주식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신용 부도 스왑은 

채권보다 주식 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Longstaff et al., 

2005; Norden and Weber, 2009). 또한 주식과 부동산 또는 석유 

가격간의 관계, 석유 가격과 다른 경제 흐름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Daniel and Sheridan(1999)과 David and 

Andy(1999)는 주식과 부동산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두 

시장간에는 양수 관계와 함께,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에 통합되어 있음을 찾아 내었다. 또한 

Hamilton(1996)와 Hooker(2002)는 석유 가격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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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Inflationary)에 압력을 주어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을 보였다. 이처럼 신용 

부도 스왑과 실물 자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만큼 

최근의 금융과 관련된 시장들은 과거의 경험들과는 다소 다르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이 연구되지 않은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의 

관계를 규명 할 것이며, 불안정/안정 기간에서의 다자간(Multi-

lateral)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Eichengreen et al.(2009)는 

서브프라임(Subprime) 위기 동안 신용 부도 스왑 

스프레드(Spread)에 영향을 주는 공통의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위기 발생 이후에 이러한 공통의 요소들의 영향력이 

중요해짐을 확인하였으며, Longstaff et al.(2007)는 신흥 시장 신용 

부도 스왑 스프레드가 국제 요소로써 가장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ooley and Hutchison(2009)는 신흥 시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에 의한 불안정 

기간의 비동조화-재동조화(decoupling-recoupling)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신용 부도 스왑 관계들에 관한 

자세한 특성과 동조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확장하여 미국 금융 위기가 주요 국가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 자세히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을 

사용하여 미국 금융 위기에 의한 2가지의 동조화 경향(구조 

동조화와 군집 동조화)을 파악한다. 특히 이번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불안정 기간 판별로 추정된 

위기 전후의 동조화 흐름에 크게 초점을 두는 동시에 추정된 

불안정 기간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상호의존적이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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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발표처럼 신용 부도 스왑 시장도 구조 보다는 군집효과에 

의한 동조화 경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 

기간과 비위기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거나 구분을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나 분석자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분석의 결과는 

자칫 중요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연구 결과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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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법론 
 

4.2.1. 다변량 동적 조건부 상관관계 (Multivariate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상관관계 접근은 금융 동조화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 존재하는 조건부 상관관계에 대해서 

동조화 검사을 진행한다. 동적 조건부 상관관계 (Engle, 2002)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변량 GARCH 모형을 사용한다. 이 모델의 

장점은 한나의 시스템 방정식으로 조건부 상관관계 계수와 조건부 

변동성(Conditional volatility)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변수들을 평균 방정식(Mean equation)이나 변동성 

방정식(Volatility equation)에 추가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금융 

위기 또는 충격들에 의한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 , )은 시간 에서 시장 의 로그 차분(Log 

difference)이다. 시장 와 의 조건부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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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신용 부도 스왑 시장 의 수익률은 조건부 표준 편차 , 와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1을 따르는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i t i t i tr h    (4-2) 

 

 그러므로, 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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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조건부 상관관계는 표준화 잔차 , 의 공분산(Covariance) 

형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시간 변화에 따라 분산들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 계수들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접근들을 사용하여, 조건부 상관관계와 변동성을 추정한다. 

 

 우선, 수익률의 방정식을 다변량 평균과 분산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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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e e I N H

h e h

 

  
 

 

  

  
  (4-4) 

 

여기서 , , , , … , , ′ , , , , , … , , ′ , 은 고려된 

시장들의 수이다.  

 

 다음으로,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공분산 행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 t t tH DRD   (4-5) 

 

여기서 는  수익률 와 의 조건부 표준 편차 대각(Diagonal) 

행렬이다. 조건부 상관관계 는  행렬로 표현된다: 

 

 
1 1

t t t tR D H D    (4-6) 

 

 DCC 모형의 추정은 2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로, 각 

수익률의 단변량 변동성 , 을 추정한다. 둘째로, 수익률의 

잔차들은 추정된 표준 편차들 , 로 표준화 된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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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표준화된 오차 행렬이며 조건부 상관관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DCC는 변동성들간의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잡아내기 충분한 GARCH(1,1)을 사용하며,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1 , 1 ,
'

11ij t ij i t j t ij tQ Q u u Q            (4-7) 

 

여기서 , 는  시간 가변성(Time-varying) , 의 공분산 

행렬이며, , , 은  비조건부(Unconditional) 

상관관계 행렬이다. 와 는 양수여야만 하며 양수 , 를 얻기 

위해서 1를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평균 회귀(Mean 

reversion)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 의 대각 성분(Diagonal 

element)들은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일링(Scaling)을 통해 적절한 상관관계 행렬 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상관관계 행렬은 다음과 같다: 

 

 
   

11
22

, , ,

, 1,2, , ,

t ii t ij t jj tR diag Q Q diag Q

i j n and i j




  
  (4-8) 

 

 이 모형은 0, 0일 때, 비조건부 상관관계 모형으로 축약될 

수 있다 (Bollerslev, 1992). 상관관계 행렬 는 대각 성분으로 

1을 가지고, , 는 양정치(Positive definite)이기 때문에 비대각 

성분(Non-diagonal element)은 절대치를 기준으로 1보다 작다. 

 

 DCC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2단계의 로그-우도(Log-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하는 접근이 필요 된다 (Engle, 2002). 하나는 

수익률 변동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관관계 계수 추정에 

관한 것이다: 

 

      , ,vol corrL L L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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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의 매개변수(Parameter)이며 

는 상관관계 계수에 대한 매개변수다. 

 

     2 ' 2

1

1
2 log

2

T

vol t t t t
t

L nlog D D  



       (4-10) 

    ' 1 '

1

1
, log

2

T

corr t t t t t t
t

L R u R u u u



        (4-11) 

 

 이것은 GARCH 모형의 각각의 우도(Likelihood)들의 합이다. 

변동성의 최적 값을 얻은 후, 상관관계 계수의 최적 값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2번째 단계가 최대화 될 수 있다. 

 

4.2.2. 이분산-조정 상관관계 (Heteroskedasticity-adjust 

Correlation)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기간 동안에는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위기가 한 국가에 충격을 주어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도 전이가 되고 이는 다른 시장의 

변동성의 증가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결국 국가들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변동성의 이분산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Forbes and Rigobon(2002)이 제안한 

이분산-조정 상관관계 계수를 사용한다. 위기 기간은 변동성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데, 상관관계는 이 변동성의 양수 

함수(Positive function)다. 따라서 상관관계를 사용한 검사들은 

위기 정보에 의한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편향(Bias) 되어 있다 

(Brian et al., 1997; Corsetti et al., 2005; Mico and William, 2000).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진행해온 

동조화 현상에 사용 뿐 아니라 위기 발원지에 대한 분석, 불안정 

기간 판별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변량 

DCC-GARCH 모형으로 추정된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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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을 사용하여 조정을 한다. 조정 정도에 따라서 검증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마련될 것이다. 

 

 조정된 상관관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

2*1 1


 


 

  (4-12) 

 

여기서 ∗는 조정되지 않은 상관관계 계수, 는 일반적으로 동조화 

발원지 국가 수익률  분산의 상대적 증가(퍼센트 변화)로 

정의된다. 만약 두 시장들의 차이가 없다면 위기 후의 상관관계는 

위기전의 것과 유사할 것이다. 분산 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1

1
h
r

l
r





    (4-13) 

 

여기서 와 는 각각 의 불안정 기간의 높은 분산과 안정 

기간의 낮은 분산이다. 

 

 상관관계의 유의한 증가가 없다 또는 동조화 현상이 없다라는 

또는 전염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이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이다. Morrison(1983)이 제안한 상관관계의 피셔변환(Fisher 

transformations)을 사용한 통계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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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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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위기전의 상관관계를 는 위기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와 는 각각 위기 전과 후의 표본들의 

수이다. 통계량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상관관계 계수들에 로버스트(Robust)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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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관관계의 동조화 경향 
 

4.3.1. 조건부 상관관계와 변동성 추정과 분석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들의 비조건부(Unconditional) 상관관계가 

표 8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브라질과 멕시코가가 0.9177로 

가장 크며 일본과 아르헨티나가 0.0504로 가장 작다. 최근의 

위기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상관관계는 일본이 0.0561로 

가장 작으며 영국이 0.2340으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9는 다변량 DCC-GARCH 모델의 추정 결과다. Panel A는 

평균 방정식의 결과를, Panel B는 분산 방정식의 결과를, 그리고 

Panel C는 다변량 DCC 방정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평균 

방정식의 상수항, 은 모든 국가에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AR(1)항인 은 영국과 남아메리카 3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1% 유의수준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다른 국가들은 

AR(1)이 유의하지 않다. 분산 방정식인 Panel B를 살펴보면, 

상수항은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10%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하다. 오차항, , 의 계수는 상수항의 

경우와 유사하게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인 독일과 영국은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시차(Lagged) 

조건부 변동성의 계수들은 모든 국가들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변동성 지속성을 의미하는 (A+B)의 값은 미국이 

1.2204로 가장 크며 독일과 영국이 낮은 편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1을 전후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변동성의 지속성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의 두 열은 DCC 방정식의 계수를 의미한다. 모든 

매개변수들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시간 

가변성상관관계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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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별 신용 부도 스왑들의 상관관계 결과 
Markets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Korea Argentina Brazil Mexico South 

Africa 

U.S. 1 0.1137 0.1454 0.2340 0.0953 0.0561 0.1182 0.1185 0.1358 0.1413 0.1777

France 0.1137 1 0.1353 0.2059 0.1576 0.1061 0.1846 0.0919 0.1040 0.1162 0.1870

Germany 0.1454 0.1353 1 0.2632 0.1360 0.0138 0.1630 0.1206 0.1449 0.1533 0.2012

U.K. 0.2340 0.2059 0.2632 1 0.2081 0.1151 0.2620 0.2901 0.2869 0.2920 0.3460

China 0.0953 0.1576 0.1360 0.2081 1 0.1845 0.6313 0.2055 0.3056 0.3255 0.3856

Japan 0.0561 0.1061 0.0138 0.1151 0.1845 1 0.2209 0.0504 0.0999 0.1107 0.1885

Korea 0.1182 0.1846 0.1630 0.2620 0.6313 0.2209 1 0.2757 0.3407 0.3787 0.4836

Argentina 0.1185 0.0919 0.1206 0.2901 0.2055 0.0504 0.2757 1 0.6642 0.6159 0.4621

Brazil 0.1358 0.1040 0.1449 0.2869 0.3056 0.0999 0.3407 0.6642 1 0.9177 0.5985

Mexico 0.1413 0.1162 0.1533 0.2920 0.3255 0.1107 0.3787 0.6159 0.9177 1 0.6104

S.A 0.1777 0.1870 0.2012 0.3460 0.3856 0.1885 0.4836 0.4621 0.5985 0.6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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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변량 DCC-GARCH 모형의 추정 계수 
Coef.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Korea Argentina Brazil Mexico South 

Africa 

Panel A: Mean equations 

 0.024 

(0.545) 

0.315 

(1.290) 

0.180 

(0.786) 

0.019 

(0.200) 

0.041 

(0.367) 

-0.015 

(-0.139)

-0.112 

(-1.097) 

-0.048 

(-0.540) 

-0.132 

(-1.387)

-0.130 

(-1.308) 

-0.126 

(-1.427) 

 0.015 

(0.197) 

0.081 

(1.005) 

0.036 

(0.685) 

0.151***

(3.776) 

-0.020 

(-0.465)

-0.054 

(-1.196)

0.014 

(0.324) 

0.238*** 

(7.842) 

0.099*** 

(3.540) 

0.168*** 

(5.835) 

0.137*** 

(4.335) 

Panel B: Variance equations 

 0.006 

(0.627) 

7.587 

(1.160) 

17.647* 

(1.697) 

2.782* 

(1.842) 

3.159** 

(2.155) 

0.128 

(0.720) 

1.705* 

(0.878) 

0.655** 

(2.470) 

0.245* 

(1.673) 

0.259** 

(2.056) 

0.600*** 

(2.585) 

A 0.463*** 

(2.803) 

0.398 

(1.370) 

0.116** 

(2.373) 

0.221** 

(2.427) 

0.263***

(4.049) 

0.082 

(1.164) 

0.316*** 

(3.936) 

0.159*** 

(3.482) 

0.139*** 

(3.767) 

0.174*** 

(3.434) 

0.155*** 

(3.823) 

B 0.756*** 

(14.990) 

0.618*** 

(2.744 

0.620*** 

(4.133) 

0.555***

(4.123) 

0.665***

(15.370)

0.924***

(15.510)

0.665*** 

(9.574) 

0.786*** 

(13.200) 

0.863*** 

(34.850)

0.835*** 

(25.000) 

0.814*** 

(18.200) 

Pers. 1.220 1.016 0.737 0.776 0.928 1.006 0.981 0.945 1.002 1.009 0.969 

Panel C: Multivariate DCC equation 

A 0.016*** (10.260) 

B 0.978*** (340.900)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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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은 미국과의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을 

제시하였다. 빨간선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상관관계이며, 검정 

점선(Dashed line)은 미국의 조건부 변동성이다. 그리고 파란 

점선은 다른 국가들의 조건부 변동성이다. 모든 국가들이 2007년 

하반기에 조건부 상관관계가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0 근처의 값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조건부 변동성은 미국이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값들이다. 

결론적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에 따르면 변동성을 기준으로 미국의 

불안정 기간이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로 

제시하였는데, 조건부 변동성은 각 나라마다의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조건부 상관관계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불안정 

기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 

된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불안정 기간 동안에 국가들의 동조화와 

군집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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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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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불안정/안정 기간에 따른 조건부 상관관계 

 

 다음으로 미국의 위기라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동적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위기로 인해 발생된 변동성의 불안정성에 의한 

조건부 상관관계 영향력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활용하여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 

그리고 그 전과 후를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두고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 위기에 해당되는 다른 

국가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위기 전후의 

움직임과 함께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가 위기 기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 은 불안정 기간 전을 

말하며, , 는 미국의 불안정 기간, 그리고 , 은 불안정 기간 

후이다. ,  (k=1,2,3)는 해당 기간에서 값이 1이며 그 

이외에서는 0이 된다.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 1 , 1 , ,
1

ij t ij t k k t ij t
k

DV    


     (4-15) 

 

여기서 , 는  = 미국,  = 다른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상관관계다. AR(1)항은 신용 부도 스왑 시장 상관관계들의 

자기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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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장 상황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Markets AR(1) 

(t-stat.) 

Pre unstable 

(t-stat.) 

Unstable 

(t-stat.) 

Post unstable 

(t-stat.) 

France 0.9918*** (337.4027) -0.0004 (-0.4455) 0.0030*** (2.9781) 0.0024** (2.0169) 

Germany 0.9942*** (407.7374) -0.0006 (-0.7589) 0.0023*** (2.7654) 0.0016 (1.5653) 

United 

Kingdom 

0.9937*** (336.5633) -0.0001 (-0.1091) 0.0023** (2.396) 0.0014 (1.2021) 

China 0.9861*** (229.5384) -0.0004 (-0.456) 0.0024*** (2.7522) 0.0009 (1.1573) 

Japan 0.9836*** (218.1987) -0.0008 (-0.8349) 0.0022*** (2.9454) 0.0016* (1.8254) 

Korea 0.9816*** (207.6695) -0.0008 (-0.8377) 0.0039*** (3.595) 0.003*** (2.8958) 

Argentina 0.9795*** (181.6709) 0.0014 (1.1335) 0.0027*** (2.9103) 0.0031*** (2.6438) 

Brazil 0.9843*** (214.4989) 0.0001 (0.056) 0.0026*** (2.8526) 0.0029** (2.4428) 

Mexico 0.9827*** (202.0889) 0.0004 (0.402) 0.0028*** (2.9595) 0.0029** (2.5138) 

South Africa 0.9874*** (252.0873) 0.0001 (0.087) 0.0036*** (3.0236) 0.0031** (2.3897)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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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에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미 변수들의 계수들이 

유의하다는 것은 상관관계 움직임이 시장 상황에 따라 구조적 변화 

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기간을 잘 잡아낸 것으로 생각된다. 각 기간에 따라 

유의한 정도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AR(1) 계수들은 모든 국가들에서 0.97 이상으로 1% 

유의수준에서 강하게 기각된다. 즉, 상관관계가 지속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불안정 전(위기 전)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의하지가 않다. 상관관계의 특별한 증가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기 이전에는 각 국가들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정보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공공의 정보(Public information)가 되는 불안정 

기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 의 계수들은 

유의하며 영국만 5% 유의수준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1% 

유의수준에서 강하게 유의하다. 이는 군집행동에 대한 강한 

증거이며 이 기간에는 다양화한(Diversified) 국제적 포트폴리오가 

손해를 크게 줄여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손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점점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같은 

투자결정을 반복 하게 되고 작은 정보도 순식간에 공공 정보가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아지며 동시에 훨씬 유의해 지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발 위기에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의 계수들은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유의하며 한국과 아르헨티나만 1% 유의수준에서, 

일본은 10% 유의수준에서, 다른 국가들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분석을 통해,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로 군집화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3개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위기에 조금 덜 영향을 받으며 

불안정 후(위기 후)에서는 다소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위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위기 후에서도 증가된 

상관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전자의 3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위기의 대처에 강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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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위기 후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낮아진 정도가 다소 적어 불안정 기간 이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치 경고 신호 가설(Warning indicator 

hypothesis)이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로의 투자 전략이 경제 규모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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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의 관계 

 

 다음으로,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의 연관성(Linkage) 

분석을 진행한다. 주식 시장의 경우, 시장에 내재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국가들의 주식 시장 사이의 연관성들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Cai et al., 2009; Cevdet Aydemir, 2008; Connolly et 

al., 2007). 이러한 논리에 맞추어 국가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에 

존재하는 연관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 스텝와이즈(Rolling 

stepwise) 회귀분석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한다.  

 

 , , , ,ij t i ii t j jj t ij th h          (4-16) 

 

여기서 , 는 마찬가지로 조건부 상관관계이며, , 는 미국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조건부 변동성이며 , 는 다른 국가들의 

조건부 변동성이다. 이러한 설정은 종속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후보로써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조건부 변동성과 

분석하고자 하는 조건부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국가의 조건부 

변동성을 적용한다. 이동(Rolling) 회귀분석은 회귀분석 계수들의 

시간 변동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별 

데이터기준으로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8월 13일까지의 

시간 간격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이며, 총 

695 크기의 시간 간격(Time window)을 사용하고 697번의 이동 

회귀분석들을 시행한다. 이렇게 설정 한 이유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의 적합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경우 위기에 따라 상관관계와 변동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추정된 불안정 기간에 가까워 질수록 

회귀분석의 설명력( )이 높아진다면 적합성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림 26 에 조건부 변동성 변수에 대한 시간 가변성 계수 와 



 

 111

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동시에 

설명력 또한 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미국과 각 국가들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미국의 조건부 변동성에 

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각 

국가들의 조건부 변동성에 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녹색 점선은 회귀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검정색의 

세로 점선은 시간 간격이 추정된 미국의 불안정 기간과 일치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똑같이 그려져 있다. 이 

시점에서의 결과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회귀분석의 계수들인 와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수와 음수를 넘나들며 변하고 있다. 

양수는 조건부 상관관계가 증가할 때 조건부 변동성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하며, 음수는 반대로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수의 

값이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불안정 기간에는 상관관계와 변동성이 

증가한다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음수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변동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과의 

상관관계는 낮기 때문에 위기 초기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 나타난 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불안정 

기간에서 모든 국가에서 음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변동성이 큰 

기간을 위기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증가된 기간 동안에 모든 국가들의 상관관계는 감소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위기 초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미국의 불안정 기간을 지나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계속 감소하고 있던 이 위기를 거치면서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은 점선을 정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는 미국이 비정상적인 변동성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다른 국가들과의 상관관계가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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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점차 증가하거나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전염을 넘어 군집행동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의 경우 각 

대륙별 국가들마다의 다소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통된 움직임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동 윈도우가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같은 윈도우 크기에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명력을 확인해 보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불안정 기간에 가까워 지면서 설명력이 

증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도 수치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검은 점선을 전후하여 정점이 나타남이 확인된다. 

물론 미세하게 시점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추정된 불안정 기간의 

정확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단지 의 수치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0.5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조건부 변동성이 

조건부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 다른 모형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표 11. 미국의 불안정 기간에서의 회귀분석 결과 
Markets Const. (t-stat.) U.S. Vol. (t-stat.) Others Vol. (t-stat.) 

France 0.396*** (29.738) -0.009*** (-10.087) -0.004*** (-3.080) 

Germany 0.436*** (26.236) -0.010*** (-11.174) -0.008*** (-4.818) 

U.K. 0.308*** (17.636) -0.011*** (-10.974) 0.009** (2.105) 

China 0.206*** (22.001) -0.005*** (-8.009) -0.002 (-1.448) 

Japan 0.275*** (41.639) -0.003*** (-7.172) -0.020*** (-22.931) 

Korea 0.231*** (33.115) -0.003*** (-7.549) -0.000 (-0.529) 

Argentina 0.080*** (8.264) -0.003*** (-6.766) 0.021*** (8.050) 

Brazil 0.164*** (18.172) -0.006*** (-9.516) 0.008*** (4.934) 

Mexico 0.160*** (22.617) -0.005*** (-9.876) 0.007*** (6.762) 

S.A. 0.343*** (25.847) -0.009*** (-11.612) -0.003 (-1.191)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표 11에 미국 불안정 기간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수 항과 미국 변동성 결과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반면에 각 국가들의 변동성 결과는 중국, 한국과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 5%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미국의 불안정 기간이 중국, 한국과 남아프리카에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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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일본과 남아메리카 3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조건부 상관관계 영향력이 각 

국가들의 조건부 변동성보다 미국의 조건부 변동성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이번 금융위기 전이의 

시점이 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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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각 국가들의 조건부 상관관계와 조건부 변동성 이동 회귀분석 결과 변화 

(x축: 이동 회귀분석 순서로 총 6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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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동조화 경향 검사 

 

 다음으로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 전후의 상관관계의 비교를 

통해 전이, 또는 동조화 효과를 확인한다. 시장 상황에 따른 

비조건부 상관관계의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위기전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음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영국도 0에 가까운 값으로 보아 위기 이전에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에서 모든 국가들이 양수로 바뀌었으며 수치도 커졌다. 

그리고 위기 이후, 위기 후유증과 함께 신용 부도 스왑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위기에 비해 위기 후에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12. 시장 상황에 따른 비조건부 상관관계 변화 

Markets   Unites States  

  Pre 

unstable 

Unstable Post 

unstable 

France  -0.0322 0.2392 0.3260 

Germany  -0.0327 0.1693 0.3662 

United Kingdom  0.0082 0.2429 0.3014 

China  -0.0055 0.1504 0.0319 

Japan  -0.1256 0.0688 0.0980 

Korea  -0.0060 0.1463 0.1809 

Argentina  -0.0441 0.1386 0.1670 

Brazil  -0.0813 0.1479 0.2241 

Mexico  -0.0573 0.1547 0.1971 

South Africa  -0.0503 0.1979 0.2428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다변량 DCC-GARCH 모형으로 

추정된 조건부 상관관계들과 비교를 위해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EWMA) 모형 (Lowry et al., 1992)에서 추정된 

상관관계를 함께 사용한다. EWMA 모형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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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Weight)을 사용하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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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여기서  = 미국,  = 다른 국가들이며 0 1를 만족해야 하고 

, 는 미국의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이며 , 는 다른 국가들의 

수익률이다. , 는 , 에서의 표준 편차들이다. 

 

 표 13과 표 14에 미국의 불안정 기간(위기)에서의 동조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3은 EWMA 모형을 사용한 결과이며 표 14은 

다변량 DCC-GARCH 모형을 사용한 결과다. 위기전과 위기 

후에서의 상관관계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사용한다. 

만약에 상관관계 계수들이 유의하며 귀무가설이 기각 된다면 전이 

효과와 함께 시장의 동조화가 강해진 것이고, 귀무가설이 기각 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EWMA 모형에서는 위기 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음수 값을 보이다가 위기 후에서는 전부 양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수치적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발 위기가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국제적인 자본 자유화 현상과 다양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해 다른 국가들로 불안정성이 전이되었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정책적 방향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고점을 찍은 후에 눈치를 보며 더욱 예민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유의수준에서 모든 국가의 상관관계들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위기 전과 후의 상관관계들은 

유의하게 다르다. 위의 2가지 결과는 동조화 경향을 강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다변량 DCC-GARCH 모형에서도 EWMA 

모형에서와 같이 마찬가지의 결과가 도출된다. 1%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들의 차이가 있음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결국 표 14의 결과는 표 13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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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에서 추정된 조건부 상관관계들의 

전이 효과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요약하면,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 대륙별로 분포된 많은 나라들 간에 상호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미국발 금융 위기 기간 동안 동조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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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EWMA 상관관계와 동조화 경향 

Markets Pre-unstable

period regime

Post-unstable

period regime

t-statistics 

( : )

Sample difference in means 

[confidence interval (5%)] 

Coupling

France -0.0136 0.3474 -25.8539*** 0.3537 [-0.3952, -0.3393] Yes 

Germany -0.0420 0.3845 -39.5480*** 0.3954 [-0.4592, -0.4157] Yes 

United Kingdom 0.0686 0.3081 -17.9790*** 0.3356 [-0.2962, -0.2379] Yes 

China -0.0168 0.2037 -6.2872*** 0.0862 [-0.1351, -0.0708] Yes 

Japan -0.0403 0.1428 -10.0334*** 0.0996 [-0.1673, -0.1125] Yes 

Korea -0.0862 0.2100 -15.3789*** 0.1672 [-0.2858, -0.221] Yes 

Argentina -0.0180 0.1533 -11.8980*** 0.1570 [-0.2039, -0.1461] Yes 

Brazil -0.1207 0.1797 -22.3754*** 0.2172 [-0.3675, -0.3082] Yes 

Mexico -0.0663 0.1936 -16.4150*** 0.1939 [-0.2913, -0.229] Yes 

South Africa -0.0677 0.2838 -20.3438*** 0.2590 [-0.3584, -0.2952] Yes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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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DCC-GARCH 상관관계와 동조화 경향 

Markets  Pre-unstable

period regime

Post-unstable

period regime

t-statistics 

( : ) 

Sample difference in means

[confidence interval (5%)] 

Coupling

France  -0.0126 0.3436 -24.8047*** 0.3797 [-0.4234, -0.3612] Yes 

Germany  -0.0618 0.3734 -39.9223*** 0.4093 [-0.4943, -0.4479] Yes 

United Kingdom  0.0328 0.2961 -20.9571*** 0.3385 [-0.3344, -0.2771] Yes 

China  -0.0220 0.2069 -8.1861*** 0.1175 [-0.173, -0.106] Yes 

Japan  -0.0610 0.1140 -10.9312*** 0.0992 [-0.189, -0.1314] Yes 

Korea  -0.0972 0.2255 -16.5570*** 0.1745 [-0.304, -0.2395] Yes 

Argentina  -0.0255 0.1474 -11.0423*** 0.1515 [-0.2085, -0.1455] Yes 

Brazil  -0.0837 0.1736 -17.7688*** 0.2079 [-0.3238, -0.2593] Yes 

Mexico  -0.0395 0.1963 -14.6271*** 0.1983 [-0.2698, -0.2059] Yes 

South Africa  -0.0488 0.2799 -18.8576*** 0.2644 [-0.3459, -0.2806] Yes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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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동조화 원인국(Originator) 판별과 불안정 기간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조정된(Adjusted) 상관관계 계수들을 활용하여 이번 

위기에 의한 동조화 발원지가 미국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수익률의 변동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기간 

판별결과를 적용하여 어떠한 결과가 도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불안정 기간의 적합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조정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상황들을 가정한다. 각각의 

상황들에 맞추어 조정된 상관관계와 -통계량(4-14)을 계산한다.  

 

• 상황1: 원인국은 미국이고, 불안정 기간을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일인 2008년 9월 15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로 둔다. 그 이외의 기간들은 안정 기간이다. 

 

• 상황2: 원인국은 마찬가지로 미국이고, 불안정 기간은 판별 

알고리즘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가 불안정 기간이고 나머지 기간들이 안정 기간이다. 

 

• 상황3: 원인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다.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모든 원인국들의 

불안정/안정 기간은 상황2의 경우와 같다. 

 

• 상황4: 원인국들은 상황3의 경우와 같이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른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은 판별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각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안정 기간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날짜는 

아래에 제시할 것이다. 

 

 첫번째로, 상황1과 상황2를 비교한다. 비교를 위해 불안정 기간의 

시작점만을 다르게 두었다. 상황1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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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위기의 시작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일인 

2008년 9월 15일로 둔 것이며, 상황2의 경우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따랐다. -통계량의 귀무 가설은 “전염(동조화)이 없다” 

이다. 만약 이 가정이 수락(Accept)된다면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가 이분산성을 가지는 기간을 잘 찾았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낮고(안정) 높은(불안정) 기간을 잘 선정했다면 

조정된 상관관계의 검정력 결과에서 편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전염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지지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동조화		경향		없음			 			 :동조화		경향		존재 

 

 다음과 같은 가설검정으로 불안정 기간 전과 후의 조정된 

상관관계 결과와 -통계량을 표 15에 제시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상황1보다 상황2에서 상관관계 차이가 크게 낮아진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통계량의 경우 상황1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만 상황2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기각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통계량이 둘 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황2에서 수치가 작아졌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의 시작점만을 변경했음에도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정된 상관관계 계수는 변동성이 낮고 높은 기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안정 기간 판별 접근은 

변동성이 구조적 차이를 잘 잡아냄에 대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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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미국의 불안정 기간 적합성 판별 (상황1 대 상황2) 

Markets Correlations -statistics 
 Pre-unstable 

(Cond.1 / Cond.2) 

Post-unstable 
(Cond.1 / Cond.2)

Cond.1 Cond.2 

France 0.1220 / 0.0092 0.4291 / 0.0295 -5.0065*** -0.2557 

Germany 0.0944 / 0.0071 0.4412 / 0.0303 -5.6442*** -0.2930 

U.K. 0.1331 / 0.0128 0.4128 / 0.0288 -4.5435*** -0.2008 

China 0.0098 / -0.0019 0.1216 / 0.0077 -1.6744* -0.1205 

Japan 0.0026 / 0.0017 0.1418 / 0.0089 -2.0882** -0.0896 

Korea 0.0513 / -0.0015 0.2176 / 0.0139 -2.5278** -0.1942 

Argentina 0.0915 / 0.0079 0.1992 / 0.0127 -1.6403 -0.0606 

Brazil 0.0444 / 0.0037 0.2617 / 0.0169 -3.3284*** -0.1663 

Mexico 0.0594 / 0.0041 0.2335 / 0.0151 -2.6571*** -0.1378 

S.A. 0.0955 / 0.0060 0.3361 / 0.0223 -3.7814*** -0.2048 

***, **와 *는 각각 1%(1.6449), 5%(1.9600)와 10%(2.5758)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하며 -statistics는 (4-14)를 따름. 

 

 둘째로, 상황2와 상황3의 비교를 한다. 차이점은 원인국을 반대로 

한 점이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상황2의 귀무 가설은 “미국에 의한 전염은 

없다” 이며, 상황3의 귀무 가설은 “다른 국가들에 의한 전염은 

없다” 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국가의 변동성이 다른 

국가들과의 상관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정된 

상관관계를 추정할 때 편향을 더 많이 줄여줄 것이다. 귀무 가설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 상황2:   :미국에		의한		동조화		경향		없음 

			vs			 

:미국에		의한		동조화		경향		존재 

 

• 상황3:     :다른		국가들에		의한		동조화		경향		없음 

			vs			 

:다른		국가들에		의한		동조화		경향		존재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보자. 상황2의 귀무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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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인데 상황3의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중국보다 미국의 

변동성이 두 국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더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인국이 되는 것이다. 표 16에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

통계량에서 상황2는 모든 국가에서 수락이 되고 있으며 상황3은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를 제외하고 10% 이상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고 있다.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도 기각은 하지 않지만 값을 비교해보면 10배 정도로 

상황2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상관관계 차이도 상황2 

보다 상황3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들도 

미국보다 원인국으로써의 역할을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는 없다. 

이를 통해 미국을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원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표 16. 동조화 원인국 판별 (상황2 대 상황3) 

Markets Correlations -statistics 
 Pre-unstable 

(Cond.2 / Cond.3) 

Post- unstable
(Cond.2 / Cond.3)

Cond.2 Cond.3 

France 0.0092 / 0.3192 0.0295 / 0.7692 -0.2557 -8.6513*** 

Germany 0.0071 / 0.1143 0.0303 / 0.4514 -0.2930 -4.6766*** 

U.K. 0.0128 / 0.0745 0.0288 / 0.1649 -0.2008 -1.1549 

China -0.0019 / -0.0367 0.0077 / 0.1440 -0.1205 -2.2868** 

Japan 0.0017 / 0.0251 0.0089 / 0.1268 -0.0896 -1.2888 

Korea -0.0015 / -0.0254 0.0139 / 0.2268 -0.1942 -3.2234*** 

Argentina 0.0079 / 0.1059 0.0127 / 0.1679 -0.0606 -0.7945 

Brazil 0.0037 / 0.0428 0.0169 / 0.1934 -0.1663 -1.9257* 

Mexico 0.0041 / 0.0435 0.0151 / 0.1573 -0.1378 -1.4475 

S.A. 0.0060 / 0.0687 0.0223 / 0.2464 -0.2048 -2.3006** 

***, **와 *는 각각 1%(1.6449), 5%(1.9600)와 10%(2.5758)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하며 T-statistics는 (4-14)를 따름. 

 

 마지막으로 상황3과 상황4를 비교한다. 이 결과는 위의 2가지 

가설검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우선 두번째 가설검정에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을 원인국들로 간주하고 

분석을 할 때 미국의 불안정 기간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상황3의 가설검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첫번째 가설검정에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위기 기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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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위기 기간이 아닌 다른 각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 결과를 사용해서 두번째 가설검정을 따라간다. 추정된 

위기 기간들의 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조화 원인국도 검정한다. 그래서 상황3과 상황4의 차이를 위기 

기간으로 둔 것이다. 표 17의 -통계량을 보면, 데이터의 문제가 

약간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상황3보다 상황4에서 통계량의 크기가 

작아졌다. 또한 상황3보다 상황4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상관관계 차이도 마찬가지로 상황4에서 대부분 

더욱 작아져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적용하지 않았던 상황3보다는 상황4의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추정된 불안정 기간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위기 기간을 

잘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가설검정으로 상황2와 상황4를 비교해 보면 모든 국가에서 상황4 

보다는 상황2에서 통계량 크기가 훨씬 작다. 따라서 전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국가는 미국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위기 기간을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경우 결과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8에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로 사용한 각 국가들의 변동성이 낮고 

높은 기간을 첨부하였다. 

 
표 17. 다른 국가들의 불안정 기간 적합성 판별 (상황3 대 상황4) 

Markets Correlations -statistics 
 Pre- unstable 

(Cond.3 / Cond.4) 

Post- unstable

(Cond.3 / Cond.4)

Cond.3 Cond.4 

France 0.3192 / 0.1076 0.7692 / 0.3298 -8.6513*** -2.9515*** 

Germany 0.1143 / 0.1082 0.4514 / 0.4310 -4.6766*** -4.4344*** 

U.K. 0.0745 / 0.0884 0.1649 / 0.1946 -1.1549 -1.3651 

China -0.0367 / -0.0128 0.1440 / 0.0510 -2.2868** -0.8028 

Japan 0.0251 / 0.0138 0.1268 / 0.0699 -1.2888 -0.7081 

Korea -0.0254 / -0.0075 0.2268 / 0.0690 -3.2234*** -0.9646 

Argentina 0.1059 / 0.0540 0.1679 / 0.0866 -0.7945 -0.4121 

Brazil 0.0428 / 0.0269 0.1934 / 0.1228 -1.9257* -1.2139 

Mexico 0.0435 / 0.0250 0.1573 / 0.0914 -1.4475 -0.8383 

S.A. 0.0687 / 0.0347 0.2464 / 0.1274 -2.3006** -1.1741 

***, **와 *는 각각 1%(1.6449), 5%(1.9600)와 10%(2.5758)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하며 -statistics는 (4-14)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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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보정에 사용된 변동성이 낮고 높은 기간 (월/일/년) 

Markets Low volatility period High volatility period 

United States 1/1/2007-12/13/2007 12/14/2007-8/12/2010 

France  

4/14/2007-10/4/2007 

12/25/2007-9/29/2008 

1/1/2007-4/13/2007 

10/5/2007-12/24/2007 

9/30/2008-8/12/2010 

Germany 1/1/2007-8/1/2007 

3/7/2008-9/30/2008 

8/2/2007-3/6/2008 

10/1/2008-8/12/2010 

United Kingdom 1/1/2007-11/6/2007 

2/9/2008-10/1/2008 

11/7/2007-2/8/2008 

10/2/2008-8/12/2010 

China 1/1/2007-7/27/2007 

6/9/2010-8/12/2010 

7/28/2007-6/8/2010 

Japan 1/1/2007-12/6/2007 

4/24/2008-7/14/2008 

5/28/2009-8/12/2010 

12/7/2007-4/23/2008 

7/15/2008-5/27/2009 

Korea 1/1/2007-7/23/2007 7/24/2007-8/12/2010 

Argentina 1/1/2007-6/5/2007 

12/14/2007-9/19/2008 

7/1/2009-5/4/2010 

6/6/2007-12/13/2007 

9/20/2008-6/30/2009 

5/5/2010-8/12/2010 

Brazil 1/1/2007-2/27/2007 

10/31/2009-8/12/2010 

2/28/2007-10/30/2009 

Mexico 1/1/2007-7/20/2007 

11/11/2009-8/12/2010 

7/21/2007-11/10/2009 

South Africa 1/1/2007-7/17/2007 

5/30/2008-9/4/2008 

7/24/2010-8/12/2010 

7/18/2007-5/29/2008 

9/5/2008-7/2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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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구조적(Systemic) 관점의 동조화 경향 
 

4.4.1. 시장 상황에 따른 통계량 변화 

 

 이번 금융 위기에서 선행시차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을 대상으로 VECM 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에게 내포되어 있는 관계가 데이터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불안정 기간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안정 기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다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림 27을 보면 미국의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은 특정한 시점들을 전후하여 여러 구조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구조 변화들이 나타나며 각 구조 기간들마다 국가들간의 

어떠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미국의 불안정 기간에 의한 동조화 경향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더욱 기간의 정확한 설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미국의 위기 기간으로 활용하였고, 미국이 이번 위기의 

원인국이듯 미국의 불안정(위기) 기간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는 구조 변화를 

잡아내는 ICS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불안정성이 증가되는 기간을 

추정한 것으로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기 기간들과 비위기 기간들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3일까지를 위기 전, 2007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8월 

12일까지를 위기, 그리고 2010년 8월 13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를 위기 후로 구분한다. 각 하위 기간들에 대해 계량 

경제학적 분석들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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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국의 일간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변화 

 

 표 19에 모든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왑 1차 로그 차분을 사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기초통계량을 계산하였다. 각 국가들의 평균들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표준 편차와 왜도, 

그리고 첨도는 국가들에 따라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 신용 부도 스왑이 서로 상관 되어 있다면, 

한 국가의 변화는 다른 국가의 변화를 여기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상관관계 계수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기 

이전보다는 위기가 일어나면서 상관관계가 강해지는 모습이다. 

수치적으로 위기 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관관계 크기가 위기 

기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조화 경향이 위기 

기간에만 나타난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추정의 

방법론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일반적인 상관관계 계수의 

특성에서는, 동조화 경향이 미국에 국한된 특정 위기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과관계(Causality)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의 선행성 또는 시차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각 기간마다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정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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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시장 상황에 따른 신용 부도 스왑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 

 Mean S.D.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 

     U.S. 

Pre unstable period regime: January 1, 2007-December 13, 2007 

U.S. 0.0467 0.3732 -0.1380 3.0825 1.0000 

France 0.1648 12.7456 -0.3250 16.5087 -0.0367 

Germany -2.2979 1.8548 -2.7994 89.3057 -0.0450 

U.K. 0.8429 22.6706 0.4877 14.6811 0.0132 

China 0.3856 8.6289 0.8413 15.7446 -0.0526 

Japan 0.0339 8.0531 0.0345 4.0858 -0.0425 

Korea 0.3598 7.9367 2.0387 37.8131 -0.0344 

Argentina 0.3627 3.9157 0.8253 8.8292 -0.0523 

Brazil 0.0203 4.8401 1.3683 12.0071 -0.1069 

Mexico 0.2156 4.7453 2.3435 26.5533 -0.0836 

S.A. 0.2017 4.5496 1.3924 10.1543 -0.0591 

Unstable period regime: December 14, 2007-August 12, 2010 

U.S. 0.2455 7.1292 1.4062 32.0123 1.0000 

France 0.2874 8.9376 1.5333 77.4163 0.2104 

Germany 0.2241 3.8265 1.3287 14.5405 0.1702 

U.K. 0.2143 7.2978 -2.5019 51.7906 0.2384 

China 0.1102 5.2495 0.8484 21.4992 0.1510 

Japan 0.3992 7.2819 0.0015 12.3042 0.0630 

Korea 0.1279 5.5861 -0.4004 11.2207 0.1457 

Argentina 0.0711 3.4934 0.6559 9.9731 0.1368 

Brazil 0.0238 4.9798 -0.0355 14.1804 0.1465 

Mexico 0.0913 5.3073 0.8506 18.9812 0.1535 

S.A. 0.1103 4.6662 0.1793 8.6978 0.1973 

Post unstable period regime: August 12, 2010-April 30, 2012 

U.S. -0.0482 2.7213 0.9936 11.1093 1.0000 

France 0.1780 3.6448 0.1503 6.1574 0.3244 

Germany -0.0079 3.2081 -0.0250 5.4544 0.3592 

U.K. 0.2160 4.0851 -0.0610 4.5056 0.3111 

China 0.0897 5.1578 0.1925 65.4646 0.0310 

Japan 0.0877 3.0207 0.4323 8.3459 0.0954 

Korea 0.0307 3.4241 0.1356 11.5198 0.1797 

Argentina 0.0469 2.7151 0.3063 6.4479 0.1671 

Brazil 0.0179 3.1463 0.6666 10.0118 0.2237 

Mexico -0.0139 3.2355 0.6782 11.0765 0.1993 

S.A. 0.0143 3.1114 -0.2324 7.7396 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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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구조 

 

 다음 분석들에 활용될 Vector Autoregressive(VAR) 모형 (Sims, 

1980)을 소개한다. VAR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존하는 

변수들의 상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개의 

내생 변수(Endogenous variable)을 가진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VAR 모형은 개의 회귀분석(Regression)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시차(2-lag)를 가정한 시스템, VAR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1 1 2 2t t t t t    x μ Φx Φ x e   (4-18) 

 

여기서 는 k차원의 내생변수들이며, 는 상수항(Constant term) 

벡터이며, 와 는 의 시차 1과 2에 대한  계수 행렬이다, 

그리고 는 정규분포을 따르는 오차 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는 

각 국가들의 로그 신용 부도 스왑 지수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변수들의 순서는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는지 또는 예측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에 목적으로 Granger 인과관계(Causality) 검사 

(Granger, 1969)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의 

선행시차 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각 국가들의 시장이 열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국 데이터는 하루를 앞당겨서 사용한다. 각 시장 

상황에서의 전이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 시차 길이를 가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Standard) VAR 검사를 사용한다. 이것은 이 

모형의 변형인 VECM 모형에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임펄스 응답(Impulse response)과 분산 분해(Variance 

decomposition)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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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여기서 는 고려하는 국가들의 수이며, 귀무 가설은 1,2, … , 에 

대해 다음과 같다: ∶ ⋯ 0 .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 반대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이 자기회귀 구조에 의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혹은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들은 일별 로그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이며, 최적 

시차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추정된 최적 시차를 사용하여 VAR를 추정 후 잔차가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자기상관관계가 제거될 

때가지 시차를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최적 시차를 결정한다. 각각의 

시장 상황들에서의 결과를 표 20에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에 의한 결과에서는 불안정(위기) 전 기간에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위기 

전에서는 미국이 유럽 2개국에만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서는 아시아 3개국 중국,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 확장되고 있으며 위기 후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의존도가 확대되었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에 의한 

결과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기 전에서는 아시아 

2개국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남아메리카 2개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미국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위기에서는 유럽 3개국 

모두와 남아프리카가 미국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기 후에서는 

아시아 2개국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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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기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반대로 위기 전후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영향을, 

위기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가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적으로 미국이 강한 

원인이 되는 단일 방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양방향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소 현실적인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수치만을 보면 미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확연히 나타난다. 우리가 위기라고 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기 기간에서만의 특정한 움직임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사건에서 그치지 않는 한 위기 이후에도 후유증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동조도 한 몫을 하겠지만 위기 이전보다 더욱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위기 기간으로 두는 

것은 국가간의 인과관계(Causality) 검사에 현실적인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에서도 미국이 전이 

구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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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시장 상황에 따른 Granger 인과관계 변화 

 Causality of United States on other nations 

 Pre-unstable 

Chi-sq. 

Unstable 

Chi-sq. 

Post- unstable 

Chi-sq. 

France 25.6915*** 75.9915*** 48.9401*** 

Germany 14.9965** 50.7936*** 63.1412*** 

U.K. 6.9977 65.9185*** 49.5322*** 

China 10.814 16.4889 7.7867 

Japan 6.1033 15.5771 13.0756** 

Korea 3.6277 13.7322 17.9758*** 

Argentina 2.9134 25.9358** 27.4184*** 

Brazil 3.6952 26.1838** 38.5515*** 

Mexico 6.736 27.0719** 32.8967*** 

S.A. 5.1406 27.2547** 33.5596*** 

 Causality of other nations on United States 

 Pre-unstable 

Chi-sq. 

Unstable 

Chi-sq. 

Post- unstable 

Chi-sq. 

France 11.1459 29.4522*** 5.0155 

Germany 11.7580 73.0885*** 6.3111 

U.K. 8.9022 34.6385*** 7.2366 

China 16.8597** 17.9433 10.7468* 

Japan 14.2901** 17.1961 11.1889* 

Korea 8.0195 8.8565 9.6343 

Argentina 16.5528** 7.8180 2.6949 

Brazil 22.8748*** 13.8212 2.0054 

Mexico 8.4951 19.2818 1.469 

S.A. 9.7717 27.6878** 3.8783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모든 국가들에 대한 Johansen 공적분(Cointegration) 

검사(Johansen, 1988)를 시행한다. 추정 과정은 이전의 Granger 

인과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최적 시차는 3개의 하위구간 

각각에 대해 7개, 13개, 6개가 최적으로 채택되어졌다. 이것은 시차 

변수들의 영향력이 불안정 기간에 지속성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가 다소 명확하게 결과들을 구분 

짓고 있다. 또한 위기 전에서의 검사 조건은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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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추세(Linear trend), 상수와 공적분 방정식의 비추세(No 

trend)를 가정하였으며, 위기와 위기 후에서는 데이터의 선형추세, 

상수와 공적분 방정식의 선형추세를 가정하였다. 공적분 검사는 

Trace test(TT)와 Maximum eigenvalue test(MET)가 있는데, 

Lüutkepohl et al.(2001)에 따르면 큰 표본과 2개 이상의 공적분이 

있으면 TT가 성능이 좋고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T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 TT와 MET의 귀무 

가설은 “전자의 경우  후자는 최대 개의 공적분 벡터들이 있다” 

이며, 대립 가설은 “전자는 최소 1개 후자는 최대 1개의 

공적분 벡터들이 있다” 이다. 그리고  은 본 연구에서는 0에서 

10(사용하는 데이터가 지수)까지이다. 표 21에 각 하위기간들의 

다변량 공적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10%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위기 

전 기간에는 TT와 MET에서 7개와 2개의 공적분이 있으며 위기 

기간에는 5개와 3개, 마지막으로 위기 후에는 2개와 1개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위기 기간에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각의 하위기간마다 공적분 관계들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Arshanapalli and Doukas(1993)에 따르면, 주식 시장들의 

경우 위기를 전후하여 공적분 관계가 감소된다고 한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에는 TT 기준의 경우 유사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으며, MET 기준은 위기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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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장 상황에 따른 공적분 변화 

가설 Pre-unstable Unstable Post-unstable 

(Trace)    

None 413.5620*** 422.9721*** 343.6487*** 

At most 1 311.2111*** 327.1612*** 272.1805* 

At most 2 229.6318*** 259.3979*** 210.8774 

At most 3 180.3239*** 196.2941** 156.5488 

At most 4 135.8620** 147.0521* 119.7103 

At most 5 97.4656** 110.3927 84.3912 

At most 6 68.5137* 77.3816 59.6904 

At most 7 41.7985 51.3035 39.6183 

At most 8 19.5214 25.6914 20.8753 

At most 9 7.1313 12.8467 9.9073 

At most 10 1.1676 4.2992 3.2033 

(Max-eigen)    

None 102.3509*** 95.8109*** 71.4682* 

At most 1 81.5793*** 67.7633* 61.3030 

At most 2 49.3079 63.1038** 54.3286 

At most 3 44.4620 49.2420 36.8385 

At most 4 38.3964 36.6594 35.3191 

At most 5 28.9520 33.0111 24.7008 

At most 6 26.7152 26.0782 20.0721 

At most 7 22.2771 25.6121 18.7430 

At most 8 12.3902 12.8446 10.9681 

At most 9 5.9637 8.5476 6.7039 

At most 10 1.1676 4.2992 3.2033 

***, **와 *는 각각 1%, 5%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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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VECM 모의실험으로 본 동조화 경향 
 

 지금까지 다양한 통계적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국가들의 2가지 “동조화 경향”을 확인한다. 어떠한 VAR 

모형이라도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Johansen, 

1995)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시계열이 단위근(Unit root)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보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오차수정 항(Error 

correction term)을 포함하는 VECM 모형을 사용하여 공적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흔히 공적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VAR 모형과 VECM 모형의 선택이 결정된다. 공적분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차분(Difference)을 한 뒤 VAR 모형을 

추정하게 되면 장기 관계(Long-term relation)라는 중대한 정보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VAR 모델의 VECM 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1 1t t t t t      x μ Πx Φ x e   (4-20) 

 

여기서 ∗ 는 원 계수(Original coefficient) 행렬 , 1,2 ,의 

함수이며 ′이다. 는 오차수정 항으로 부르며 ′ 가 

공적분에 대응하는 방정식이며, ′ 은 t-1시점의 변수 벡터의 

계수고 는 공적분 방정식의 계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동조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적 모의실험(Dynamic 

simulation)을 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의 랭크(Rank)를 사용해 

적합성을 만족하게 되는 오차수정 항의 개수를 선택하게 된다. 이 

랭크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Johansen(1988)에 의해 

개발된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VECM 모형으로 동적 

모의실험들을 한다. 2개지의 모의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번째로는 장기균형(Long equilibrium)에 제한(Restriction)을 

가하여 미국에 의한 동조화 경향을 확인하게 되며, 두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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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효과(Short effect)에 제한을 가하여 미국에 의한 시장의 

군집행동을 확인해 본다. 첫째로, 일단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VECM 모형을 사용하여 동적 모의실험(Dynamic simulation)을 

시행하고, 장기균형을 의미하는 오차수정 항, , 에서의 미국의 

계수를 0으로 제한한 VECM을 추정하여 역시 동적 모의실험을 

시행한다. 계수를 0을 두는 것은 미국에 의한 장기균형 효과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두 모의실험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해 미국 

위기에 의한 동조화(Coupling) 경향을 측정할 수 있다. 즉, 

모의실험의 차이가 클수록 실제로 동조화의 영향이 더욱 컸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1차 자기 차분, ∆ , 에서 미국에 의한 항의 

계수들을 0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미국의 단기 효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두 모의실험의 차이가 클수록 실제로 동조화 

경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4.5.1. 구조 동조화(Fundamental Coupling) 경향 

 

 로그 신용 부도 스왑의 구조 동조화 결과는 그림 28에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들에서는 각 하위기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지만 

이번 모의실험에서는 전체 표본들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각 하위기간들마다 다른 개수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을 가할 때 특정 구간에서 제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위기간들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추정된 불안정 기간의 필요성과 

성능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전체 표본들에 대해서 AIC 

기준으로 6개의 최적 시차가 선택되었으나 잔차의 자기상관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12개의 최적 시차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AIC 

기준으로 데이터의 비추세, 상수와 공적분 방정식의 비추세를 

가정하였다. 또한 TT를 기준으로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선택되었다. 

 

 우선, 파란선은 미국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모의실험 결과이며, 

빨간선은 미국이 공적분 관계에 관여하지 않음을 전재로 한 

모의실험이다. 따라서 파란선보다 빨간선이 낮게 존재한다면 미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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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된 불안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높게 존재한다면 미국발 위기로 인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은 점선은 위기 전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시점과 위기에서 

위기 후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각각의 하위기간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란선보다 빨간선이 

아래에 있다. 주로 아시아국가들과 남아프리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위기 기간에서 파란선과 빨간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기 후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위기 후에서는 파란선이 

빨간선보다 아래에 놓이는 역전현상이 발견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다소 탈피되는 모습이다. 대체적으로 

위기 전에서 위기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위기 후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구조 동조화 경향이 있었으며 불안정 기간 

판별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위기간들을 잘 

구분해 준다고 생각된다. 동적 모의실험들을 적용한 후, 두 

모의실험의 차이를 수치적 비교를 확인하기 위해서 MAE(mean 

absolute error)를 계산하였다. MAE를 통해 동조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 구조 동조화 경향의 MAE 결과 

Markets Pre unstable Ratio1 Unstable Ratio2 Post unstable 

France 0.0465 2.0592 0.0957 0.7890 0.0755 

Germany 0.0430 2.0365 0.0876 1.0353 0.0907 

U.K. 0.0145 2.1267 0.0309 0.1577 0.0049 

China 0.0057 2.2081 0.0126 0.6220 0.0078 

Japan 0.0038 3.3653 0.0129 2.1868 0.0281 

Korea 0.0275 2.1309 0.0585 0.1554 0.0091 

Argentina 0.0132 2.0745 0.0275 0.6270 0.0172 

Brazil 0.0377 2.0741 0.0783 0.6311 0.0494 

Mexico 0.0312 2.0837 0.0651 0.5309 0.0345 

S.A. 0.0059 2.2139 0.0131 0.6353 0.0083 

주: Ratio1 Unstable/Pre	unstable 이며, Ratio2 Post	unstable/

Unsta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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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을 보면 Ratio1과 Ratio2는 각각 이전 기간과 현재 

기간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Ratio1은 위기전과 위기기간, 

Ratio2는 위기와 위기 후의 비교 결과다. 그러므로 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현재 기간에 비해서 다음 기간에 더욱 차이가 커짐을 

의미하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현재 기간에 비해서 다음 기간에 

차이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Ratio1은 모든 국가들에서 1보다 큰 

수치이며 Ratio2는 독일과 일본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미국발 위기에 의한 구조 동조화 경향이 

있으며 위기에서 2배 이상으로 편차가 증가하였고, 위기 후에서는 

동조화 영향이 경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 동시에 위기 기간으로 활용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의 성능도 수치적으로 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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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미국의 장기균형 효과 제한으로 본 구조 동조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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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군집행동 동조화(Herding Behavior Coupling) 경향 

 

 군집행동 동조화 결과는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단기 효과를 

제한하고 각 하위기간들로 나누어 결과들을 확인한다. 하지만 구조 

동조화를 위한 모의실험과 달리 이번 모의실험은 제한을 가할 경우 

항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의 모의실험과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적용되는 항의 개수가 

다르다. 따라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하위기간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하위기간이 시작될 때 

두 모의실험의 초기값을 같게 두었다. 각 하위기간이 시작될 때 

이전에 존재했을 두 모의실험의 차이를 0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각 

하위기간의 특성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불안정 

기간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파란선보다 빨간선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기 전에서는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위기 후에서는 

이전 모의실험의 경우와 비슷하게 파란선과 빨간선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은 기간들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인다. 마찬가지로 MAE를 

표 23에 계산하였다.  

 
표 23. 군집행동 동조화 경향의 MAE 결과 

Markets Pre unstable Ratio1 Unstable Ratio2 Post unstable 

France 0.0493 25.6463 1.2646 0.1047 0.1324 

Germany 0.0116 34.7046 0.4026 0.1228 0.0495 

U.K. 0.0170 23.5118 0.4008 0.1066 0.0427 

China 0.0031 8.5021 0.0262 0.4206 0.0110 

Japan 0.0063 20.0828 0.1259 0.1195 0.0150 

Korea 0.0026 7.2686 0.0189 0.6162 0.0116 

Argentina 0.0041 24.8198 0.1010 0.1091 0.0110 

Brazil 0.0034 17.1402 0.0590 0.1262 0.0074 

Mexico 0.0027 22.0201 0.0606 0.1163 0.0070 

S.A. 0.0089 24.7044 0.2187 0.1053 0.0230 

주: Ratio1 Unstable/Pre	unstable 이며, Ratio2 Post	unstable/

Unstab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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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가들이 위기 전에서 위기로 넘어가면서 1보다 큰 

수치(7이상)이며 위기에서 위기 후로 넘어가면서 1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하위기간들 보다 위기에서 미국발 

위기에 의한 군집행동 동조화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로 사용한 위기 기간이 

적절함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22과 표 23를 비교해보면 

위기 초기에는 구조 동조화에 의해 말기에는 군집행동 동조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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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미국의 단기균형 효과 제한으로 본 구조 동조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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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시장 상황에 따른 국가별 영향력 변화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인해본다. 

Granger 인과관계 결과들로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도로, 그리고 

같은 영향력을 보이는 국가들의 순위는 Granger 인과관계의 

유의한 Chi-square 통계량 합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의하지 않은 Chi-square 

통계량 합을 활용하였다. 각 하위기간들에서 국가들의 영향력을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 각 기간(시장 상황)에 따른 국가들의 영향력 결과 

Pre-unstable Unstable Post-unstable Full period 

China(5) U.S.(7) U.S.(9) Mexico(9) 

Argentina(5) Mexico(7) U.K.(5) U.S.(8) 

Korea(4) Brazil(6) France(5) Brazil(7) 

U.K.(3) France(6) Korea(3) Germany(6) 

S.A.(3) Korea(6) S.A.(3) S.A.(6) 

Germany(3) S.A.(5) Germany(2) China(6) 

Brazil(2) China(5) Japan(2) Korea(5) 

U.S.(2) U.K.(4) Mexico(1) Japan(5) 

Mexico(2) Japan(4) Brazil(1) U.K.(4) 

Japan(2) Argentina(3) China(1) France(3) 

France(1) Germany(2) Argentina(0) Argentina(2) 

 

 미국은 불안정 기간(위기) 전에서는 2개의 국가에만 영향을 

주지만 불안정 기간과 후에는 각각 7개와 9개의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각 결과를 보면, 위기 전에서는 중국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따른다. 반면 프랑스는 

1개의 국가에만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다. 위기에는 미국에 이어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한국, 남아프리카와 중국 순서로 영향력이 

높으며, 위기 후에는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영향력이 

높다. 아르헨티나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5개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수는 위기 전, 위기와 위기 후에 각각 

2개, 7개, 3개의 국가들이 있으며 활용한 불안정 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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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아르헨티나, 

독일은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위기 이후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각 국가들마다 불안정 

기간 전후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표본 기간 결과를 

마지막 열에 제시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11개 

국가 중 8개 이상의 국가들이 5개 이상의 다른 국가들과 

상호의존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4개 

이하의 국가들과 상호의존도를 보인다. 전체 표본 기간 결과를 다른 

기간들과 비교해보면, 불안정 기간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안정 

기간과의 유사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기간 마다 

국가들간의 상호의존도의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전체 표본 

기간으로 분석을 하여 전체 흐름을 대표한다고 결론 내린다면 

올바르지 않은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모형 추정의 

간결성(Parsimonious)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공적분 방정식의 

차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호의존도가 낮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제외시킨다면 위기 전에서의 2위인 아르헨티나, 

위기에서 4위인 프랑스, 그리고 위기 후에서 2위인 영국의 정보를 

손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표본 기간 분석보다는 하위 

기간들에 대한 분석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에 내포된 

국가들간의 상호의존도를 자세하고 명확히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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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동조화 경향 요약 
 

 본 연구에서, 국가 부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다른 대륙별 주요 국가들의 단기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조화 경향과 군집행동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전염의 원인국 판별과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의 성능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 DCC-GARCH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동조화 경향 검사에서는 교차확인(Cross-verify)을 위해 EWMA 

모형을 같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분산성-조정된 상관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위기 동안의 

동조화 경향들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용한 방법론은 

VECM과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다. VECM 모형에서 공적분 

방정식은 장기적 관점의 구조 동조화 효과로 정의하였으며 1차 

자기 차분 항을 단기에 의한 군집행동 동조화 효과로 정의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4-20).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상관관계들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과 불안정 기간(위기) 전후로 구조 변화를 보였으며 미국의 

불안정 기간뿐 아니라 위기 후에서도 큰 변동(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군집행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변량 DCC-GARCH 모형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동(Rolling) 

회귀분석에서, 불안정 기간 진입에서  (4-16)의 방향이 바뀌는 

점으로 보아 전이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위기 

초기에는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함께 증가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기가 진행되면서 상관관계와 변동성은 함께 증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에 군집행동의 동조화 경향도 생김을 알았다. 즉, 

상관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공분산(Covariance)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위기부터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장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이미 시스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명력( ) 움직임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로 사용한 미국 위기 기간 적합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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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statistic으로 직접적인 전이 

효과를 검사하였다. 추정된 위기 기간 전후의 상관관계 구조가 

명확히 달랐으며 1% 유의수준에서 모든 국가가 방법론에 상관없이 

강하게 동조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편향된 결과이며 변동성 

조정에 의해 그 경향이 상호의존성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설검정으로 미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국으로 

지목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들은 위기 기간을 찾는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위기에서는 미국과의 상호의존도가 가장 커졌으며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일 방향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위기에서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지속성이 강함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2가지의 모의실험(Simulation)들을 통해 위기 

초기에는 구조 동조화(Fundamental coupling) 경향에 의해서 

말기에는 군집행동 동조화(Herding behavior coupling)에 의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을 활용한 분석의 성능을 모든 분석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위기를 

구분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는 것은 명확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았다. 특히, 불안정 기간과 안정 기간에 각 

국가들의 세계적인 영향력 결과에서는 어떠한 유사점(Similarity)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들의 분석은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 판별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각광받고 있고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상황에 의존적인 듯 보이나,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의 발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였으며 신용 부도 스왑 

시장들에서 전이 동조화와 군집행동 동조화가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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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자국의 금융정책들을 결정하고 투자를 판단할 때 불안정 

기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자국의 구조 보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용 부도 스왑 지표에 

더욱 관심을 집중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 

할 때 염두에 두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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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United States)에서 시작된 

위기(불안정성)는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전이가 되었으며 

유럽(Europe)의 재정위기(Fiscal crisis)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들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동조화(Coupling)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으며 다양한 

금융정책(Financial policy)들의 혼동 속에 더욱 증가되었고, 이러한 

위기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과 맥락을 함께 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며 한 국가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어디로 전이(Transmission) 될지 모른다. 만약 이러한 전이들이 

세계적으로 동조화 된다면, 어떠한 정보도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정책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안정성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시장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정보 중 하나로 시장의 불안정 

기간(Unstable period regime)을 판별한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기간을 판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불안정성의 

정보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는 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이경로를 

통한 동조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최근 

금융위기로 주목 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CDS) 시장을 활용하게 

된다. 신용 부도 스왑은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Bond)의 부도 

확률을 의미하는 지표(Indicator)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흐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을 구성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그림 1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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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 내용 정리 
 

 우선, 국가 신용 부도 스왑(CDS) 변동성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특히 국가 부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이 군집화의 존재만으로도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효과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 3개국을 첫번째 집단으로, 아시아 3개국을 

두번째 집단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국가들을 세번째 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와 세번째 집단은 정반대의 변동성 

성질을 보였고 두번째의 집단은 분석에 따라 다른 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경제 

규모에 따라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이 군집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 적합한 금융정책의 입안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두터운 꼬리가 아닌 

정규분포에서도 자기상관함수(ACF)의 느린 감소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두터운 꼬리만을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다. 둘째로 모든 나라에서 큰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가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큰 

변동뿐 아니라 작은 변동으로 인한 군집화도 자기상관함수의 느린 

감소를 유발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Tseng and Li, 2011)에서 제시된 군집화(Clustering) 측도와 

비대칭(Asymmetry) 측도를 통해 수치적으로 더욱 자세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결과들이었다.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은 군집화 또는 

지속성의 존재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신용 부도 스왑 변동성이 

집단화됨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에 사용한 측도(Measure)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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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도 없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사실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들을 자세히 파악하기 적합하였다. 이러한 변동성의 

모습이 불안정 기간을 판별하기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ICS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의 불안정 움직임이 

증가되는 구간만을 판별하였다. 국가 부도위기를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의 금융시장과 각 대륙별 10개 

국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변동성의 관점에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정성이 시작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 

혹은 아직 진행중인 지에 대한 많은 금융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의 불안정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간의 

전이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간략한 확인을 위해 전이 시점 문제에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방법에 비해 신용 부도 스왑 시장뿐 아니라 주식 

시장의 전이 시점의 결정에 더욱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경고 시스템의 구축에도 활용 할 수 

있었으며, 로버스트 검사를 통해 유의수준에 따른 비일관성(Non-

consistence)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불안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반영할 뿐 아니라 

경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시장 정보를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의 투명성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점들은 

결국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동조화 경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의 상관관계들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과 불안정 기간 

전후로 구조 변화를 보였으며 미국의 불안정 기간뿐 아니라 

후에서도 큰 변동(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군집행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변량 

DCC-GARCH 모형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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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동(Rolling) 회귀분석에서, 불안정 

진입(위기 시작)에서 의 방향이 바뀌는 점으로 보아 전이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위기 초기에는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함께 증가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기가 진행되면서 

상관관계와 변동성은 함께 증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에 

군집행동의 동조화 경향도 생김을 알았다. 즉, 상관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공분산이 불안정해진다. 이는 불안정 기간에서는 신용 부도 

스왑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장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이미 시스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명력( ) 움직임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로 

사용한 미국 위기 기간 적합성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statistic으로 직접적인 전이 효과를 검사하였다. 

활용한 위기 기간 전후의 상관관계 구조가 명확히 달랐으며 1% 

유의수준에서 모든 국가가 방법론에 상관없이 강하게 동조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편향된 결과이며 변동성 조정에 의해 

그 경향이 상호의존성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설검정으로 미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국으로 지목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불안정 기간 판별 

결과들은 위기 기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신용 부도 스왑 시장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불안정 기간(위기)에서는 미국과의 상호의존도가 가장 

커졌으며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일 방향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위기에서 신용 부도 스왑 지수의 지속성이 

강함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2가지의 모의실험(Simulation)들을 

통해 위기 초기에는 구조 동조화(Fundamental coupling) 경향에 

의해서 말기에는 군집행동 동조화(Herding behavior coupling)에 

의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기간 판별을 활용한 분석의 성능을 모든 분석에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위기를 구분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는 것은 명확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았다. 특히, 불안정 기간과 안정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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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의 세계적인 영향력 결과에서는 어떠한 

유사점(Similarity)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들의 분석은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 판별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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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 및 추후연구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시장의 변동을 부추겼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였고 각 국가들의 정책 효율성(Policy efficiency)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부도 위기로 각광받게 된 신용 부도 스왑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불안정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안정 기간에 대한 고려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의 오류를 

재고 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없던 

결과들까지도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 위기 상황을 관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로 인한 시장의 동조화 경향도 더욱 명확하고 

자세히 확인 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기 경고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남아있다. 첫째로, 불안정 기간을 판별하기 

위해 활용한 ICSS 알고리즘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변환점들을 

찾아낸다. 이는 정규분포와 차이가 있는 CDS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분포에 대한 가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위기 진원지 판별 분석에서 미국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도출하였었다. 만약 위기의 진원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진원지를 잘 판별하거나 현실적인 결과를 잘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97년을 전후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CDS 데이터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의 다양한 위기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기 사례들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와 과거 사례들을 분석하여 진원지에 대한 자세한 결과들이 

도출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미래 위기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위기 경고를 제시하는 모형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예측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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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미래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예측력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에 있어서는 가능성보다는 방법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국은 미래의 데이터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가 중요하다.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모형을 구축한 뒤 그 모델로 미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몬테칼로나 확률과정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미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과거의 정보에만 의존한다는 강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추출된 미래 데이터로 판별된 불안정 기간과 위기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지 예측으로 활용가능한지 방법론의 

논리성만 판별이 가능 할 뿐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는 데이터의 분포 가정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CDS 

분포를 잘 반영하여 거절법(Acceptance Rejection method)과 같은 

일반적인 난수 생성 방법으로 데이터를 발생하고 위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비해서 가정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들이며 추후에 연구가 계속 진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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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008 financial crisis was devastating for many countries. 

Triggered in the United States, the crisis transmitted to the other 

part of the world, causing fiscal crisis in Europe. Many smaller 

countries faced the risk of default and the market coupling 

intensified. Mixed financial policies confused the market 

participants and delayed the economic recovery. Such 

phenomenon is deeply related to the market instability. A 

financial crisis is often accompanied by heightened market 

instability and it is the instability transmitt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hen such transmission is coupled together around 

the globe, it is inevitable that the market participants lose 

confidence, which will neutralize any market stabilizing measures 

and delay the recovery. Hence, one can say that market 

stabilization begins with rebuilding the market confidence, and it 

can be done through giving information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one of such information, an unstable regime 

of the market. A market crisis is always accompanied b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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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ble regime, though a sign of unstable regime itself doesn’t 

necessarily means that the market is having a crisis. Therefore, 

an unstable regime can be considered a warning. Also, studying 

the transmissions of the regime allows one to identify trend in 

coupling. Credit Default Swap market is used for analysis. It 

gained attention after the 2008 crisis as it is an indicator of 

possibility of sovereign bond’s default. Building a warning 

system using the CDS index is one of the goals of this study. 

 

 The clustering tendency in volatility of CDS is already a burden 

for sovereigns but if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is not fully 

understood, then it may add even more volatility in the market 

and the market policies become less effective. One of the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few sovereigns form group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and three sovereigns from Europe forms the 

first group, and three from Asia forms the second group. The 

scale of economy and geographic of location of sovereign 

contributes to the clustering tendency. 

 

 Technical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tail analysis of the CDS 

market may not be sufficient. Section 2.2 reports the results in 

detail. A clustering of large fluctuations reduces the slow decay 

of autocorrelation function. For some sovereigns with large scale 

also forms a cluster for small fluctuations, reducing the slow 

decay of autocorrelation function. Also, the clustering measure 

and asymmetric measure from (Tseng and Li, 2011) are used 

and the outcomes are better than that of the classic time series 

model. The previous models only could recognize the existence 

of clustering or persistence tendency but was unable to identify 

the clustering of volatility and precise approximation required 

much effort. The measures used in section 2.2.4 and 2.2.5 

overcame these shortcomings and better understood th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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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o explain the stylized facts in finance.   

 

 Using ICSS algorithm, this study identifies the periods with 

increased unstable movement in market. From the financial 

volatility perspective, the current status of a crisis whether it’s 

in the beginning, finished, or ongoing is identified so that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to the market participants.  Also, the 

unstable periods in other sovereigns are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suggests the need to study for the 

transmission effect. Section 3.3 develops the idea and reports 

the result of contagion timing problem. The results performed 

better than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when used in the stock 

market, it still outperformed the previous ones. By extending this 

idea, a warning system is developed and in section 3.4, the test 

for robustness is used to solve the inconsistence results in 

different significance level. The system reflects the information 

of unstable period in a real-time basis, so the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able to receive it whenever they need it, making the 

policies and markets more effective.  

 

 The correlation of the CDS market increasing with time and 

structural change is observed during an unstable period. It 

suggests that even after the crisis, the abrupt change in volatility 

persists. It means that the sovereigns are experiencing a herding 

behavior. Also, multivariate DCC-GARCH model was suited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Rolling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study the transmission effect and in the beginning of a crisis, the 

volatility and correlation didn’t increased together. However, as 

the market goes into the crisis, the correlation and volatility 

increased together which suggests the coupling trend in herding 

behavior. A sudden change in correlation destabilizes the 

covariance which means that building a portfolio of CDS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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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effective since the CDS market is already exposed to the 

systemic risk. Also, regression analyses for modeled unstable 

regime had a good explanation (R ) to identify the crisis period 

of the United States. Finally, T-statistics is used to test the 

transmission effect. The correlation differs for before and after 

the estimated unstable period, and at 1% significance level, all 

sovereigns were showing coupled behavior, regardless of 

method used for analysis. However, these results are biased and 

by adjusting for heteroskedasticity, the transmission (coupled 

behavior of sovereigns) effect was, in fact, the level of 

interdependency. Multiple hypothesis tests are performed to 

confirm the view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origin of the 2008 

crisis and all estimated unstable regimes are turned out to be 

crisis periods. 

 

 The CDS market seems to be interdependent, and during an 

unstable regime, it was always the most dependent to the United 

States, and overall, the United States has unilaterally the biggest 

influence. Two simulations are performed and the results told us 

that in the beginning of an unstable regime, the fundamental 

coupling drives the influence from the US, while the herding 

behavior coupling is the main influence by the end of the regime. 

In other analyses, the unstable regimes detected in our model 

were better matched and outputted a better result. Using the 

historical facts or a researcher’s arbitrary choosing to 

determine a crisis period may not be sufficient or fully reflect the 

information. The bilateral interdependency during an unstable 

regime and a stable regime shared no similarity. Unless this fact 

is considered, a research may result in loss of important 

information. One can deduce that the unstable regime detected in 

the model is much mo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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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an in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market boosted volatility and the market participants were 

reluctant to make an investment which led to ineffectiv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to determine 

the stability of market thereby making the market more efficient. 

Recognizing the stable/unstable period of market results in fixing 

the error from previous literatures and provides new insights 

that were invisible such as the coupling of markets. Also, it 

provides signals for unstable market, making the market more 

stable. 

 

 Keywords: stylized facts of volatility, unstable regime detection, 

transmission timing of unstable information, warning system, 

coupling tendency of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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