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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자금 융통이

일어나는 곳이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행한 행위들이

산업전반에융통되는자금을공급하고경제성장을촉진시키게된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시장에 형성되었던 거품이 무너져 내리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취할수있다.이로인해경제성장은더뎌지게되고시장참여

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일부비합리적투자자(Noise trader)들에의해발생할수있는

금융거품의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고 그

대책을마련할수있다면금융시장의안전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체적

으로형상화하여모형에반영하고금융상품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

는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한비선형모형(Non-linear model)

을제시했다.또한이비선형모형(Non-linear model)을통해시뮬레이

션 한 시계열이 실제 금융시계열의 확률분포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점검했다.그리고마지막으로앞서사용한물리학적모형을사

용하여주가에새로운매개변수를추가한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를적합시켜얻은매개변수들값의패턴으로금융위기가발생

할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는경고지수(Alarm index)를도출하였다.

본논문에서진행했던연구결과에대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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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금융시장내구성원들인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에관해다루

었다.기존에많이사용되어왔던 2차원격자형태의네트워크부터인

접한시장참여자들의숫자를다르도록프랙탈(Fractal)구조를사용한

네트워크와 금융시장의 계층구조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네트워크에이징동역학(Ising dynamics)를적용하였다.그리고

전체적인시스템이나타내고있는평균적인포지션과각시장참여자

들이나타내고있는포지션이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살펴봤다. 3개

의네트워크모두평균포지션이 0근처의값을가질때,같은포지션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군집(Cluster)을 이루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군집(Cluster)을 이루면서

뭉쳐있는분포때문에각시장참여자가의견을교환하는사람들은대

부분같은포지션을나타내고따라서스스로포지션변경을잘하지않

는현상을보였다.이러한결과는군집의숫자와포지션을변경할평균

적인확률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평균포지션이 0근처이면군집의

숫자는줄어들고하나의군집크기는늘어났다.또한포지션을변경할

확률은줄어들었다.전체시스템이정적인상태를보였다.반면 0에서

멀리떨어진값을가질때,반대포지션을가진시장참여자들이서로

섞여있었고전체군집의수는늘어났지만하나의군집크기는줄어들

었다.이러한분포에서는각시장참여자가의견교환을하는사람들이

반대포지션인경우가많기때문에그시장참여자가포지션변경할확

률이높아지고결국전체시스템이변동성이심한모습을보였다.이렇

게 3가지네트워크에서동일하게나타나는현상도있는반면,차이점

또한존재했다.서로의견을교환하는인접한시장참여자의평균적인

숫자가 증가할수록 모두 같은 포지션을 가진 군집(Cluster)을 이루기

어려웠고매개변수설정을적절하게해줄필요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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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앞서 사용한 금융시장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여 금융

상품별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한비선형이징모형(Non-

linear Ising model)을 사용한 자산 가격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

다.우선,금융상품별로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반영한비선형

이징 모형(Non-linear Ising model)의 두 매개변수를 변경하면서 여러

종류의시계열을시뮬레이션하였다.이렇게생성한시계열은기하브

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사용하여시뮬레이션한시계

열보다 실제 여러 국가별 주가지수의 멱법칙 지수부 값과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징 모형(Ising model)은 주가 시계열

분석에는적합하지만 CDS스프레드를분석하기에는부적합한모습을

보였다.하지만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의경우,매개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

의시계열을모두포괄할수있음을알았다.

마지막으로 KOSPI지수에 이징 동역학(Isign dynamics)을 기초로

한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를적합시켜얻은매개변수값

들의 패턴을 식별하여 시장 붕괴(Market crash)의 발생 가능성을 지수

화했다.한국의금융위기는버블이형성되는시간과발생원인에따라

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로구분될수있었고이에적합기간

(Fitting period)의 길이를 새로운 매개변수로 추가했고 국내 금융위기

를 예측할 때에는 국내 금융위기를 학습하도록 하고 글로벌 금융위

기를 예측할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에러 다

이어그램(Error diagram)을통해기존의모형에비해한국주식시장의

iii



특성을반영한경우향상된성능을확인할수있었다.

주요어 : 금융시장네트워크,가격민감도,비선형이징모형,로그주

기함수,경고지수,금융위기예측

학번 : 2013-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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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금융시장에서 위험관리는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큰 손해를 미

연에 방지하고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대처가 가능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의

급격한하락은수익률분포의왼쪽끝부분의확률에해당하는극단적

인사건에해당한다.금융시장에서의거래는시장참여자들의행위로

인해 이루어진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시장 참여자들 간에 전

파되고시장참여자들은그들과연락을주고받는사람들과의논하며

그들 자신의 포지션을 정한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시장에 주문을 내

고거래가이루어지게된다.금융자산의가격은시장참여자의기대를

반영하고 이러한 기대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와 정보의 흐름에

서 비롯된다. 많은 실증 논문들에서 자산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통해서실제가치에수렴하고수익률분포가정규분포를따른

다는 가정이 잘못 되었다는 점이 점이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받아들여지고있다.자산가격수익률이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하

에 금융시장에서 위험관리를 하는 한계점들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내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주식시장의 호가방식을 모형

화하여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모형을 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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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ason and Friedman, 1996; Gjerstad and

Dickhaut, 1998).

학자들은 실제 수익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가

지고있기때문에대안으로극단적인사건들은멱법칙분포(Power-law

distribution)을따른다고주장한다.즉,정규분포로예측한것보다실제

로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두꺼운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금융위

험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상

품의경우,그상품의가격이상승했을때,상품의종류에따라수요의

변화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가격이상승하더라도소비자들에게꼭

필요한상품이라면수요의감소는적을것이고그렇지않은경우는수

요의감소가클것이다.다시말하면,상품의종류에따라가격민감도

(price sensitivity)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하지만이는일반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Hedge)

에활용되거나단순투자목적으로매수혹은매도를할수있듯이,그

목적과상품의종류에따라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가다르게나

타날수있다.따라서위험관리와시계열분석은이러한특성들을반영

해야하고분석에필요한시뮬레이션방법론들이요구된다.더군다나

시계열분석과위험관리와관련된연구들은가장거래가활발하게집

중되는주식시장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많았다.하지만파생상품의

거래가 늘어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적용할수있는시뮬레이션방법론들도개발될필요가있다.

금융시장에서의 거품은 시장 참여자들 간의 비이성적인 기대로

인한자산가격의상승을의미한다.이는금융시장이과대평가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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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볼수있다.금융거품은특정시점이되면붕괴하게되고시장붕괴

(Market crash)로 알려진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진다. 시장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미국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한국의

금융시장은 내부 요인으로 발생하여 국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국내

시장붕괴(Domestic market crash)와외부에서발생하여국내에서도영

향을미치는글로벌시장붕괴(Global market crash)가존재한다.시장붕

괴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JLS모형과 패턴식별(Pattern identification)을

활용한 경고 지수(Alarm index)도 개발 되었지만 이 모형의 경우 한국

금융시장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Yan et al.,

2012).

1.2 연구의범위와구성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물리학 관점에

서시장붕괴의위험관리와분석방법론에관한연구에초점을맞춘다.

시장붕괴는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등 모든 금융시장에서 발생

할수있고기초자산이나시장마다의특성이다르기때문에현실성을

반영하여위험관리및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또한시장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기대로 인한 금융거품을 분석하고 이러한 거품의 붕괴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예측할 때도 시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

여그정확도를높일필요가있다.

본논문에서는다음과같은구성으로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2

장에서는금융시뮬레이션모형,이징모형(Ising model)을이용한자산

가격시계열생성,그리고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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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금융위기예측방법에대한이론적배경에대해살펴본다.

3장에서는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에따른금융시뮬레이션을

다룬다.금융시장은시장참여자들이구성원으로참여하고거래를하

면서그들간에경쟁매매를통해금융상품의가격이결정된다.금융상

품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를모형화한다양한네트워크를다루어

보면서이로인해발생하는금융시장의특징들을살펴본다.

4장에서는물리학에서의이징모형(Ising model)에기반을둔행위

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을사용하여금융시계열(Financial time

series)을 생성하여 금융시계열이 나타내는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점검한다.경제현상을설명하거나금융시장의특성을표현하

기위해물리학적모형과방법론을도입하는연구들이꾸준히이루어

져 왔다(Canning et al., 1998; Bouchaud and Potters, 2003; Krause et al.,

2012; Xiao and Wang, 2012).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에

기반한 금융시계열은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현실적인 시장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

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상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격 민감도

(Price sensitivity)를고려하여주식시장을중점적으로이루어진연구내

용을다양한금융상품에적용할수있도록했다.

5장에서는주식시장에서의예측시장붕괴시점과실제시점을비

교하면서 시장붕괴를 학습하여 미래에 시장붕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도출한다.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 지수(Alarm index)는 주가에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킴으로써 얻는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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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패턴을 식별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고

지수(Alarm index)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과 같이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로구분될수있는특성을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의적합

기간(Fitting period)의 길이를 새로운 매개변수로 추가시키고 모형이

학습하는 집합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연구내용을요약하고지금까지진행했던연

구의한계점과향후에다룰연구방향에대해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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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배경

2.1 금융시장 네트워크 상태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많은 경제물리학자들은 경제현상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기 위해

물리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적용한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시

장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모형화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

는데, 몇몇 경제물리학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시

도로 여과네트워크(Percolation networks)와 같은 이징 동역학계(Ising

dynamic system)에 기반한 모형을 개발했다(Heydenreich et al., 2008;

Coniglio et al., 1976).상호작용하는입자체계의가장인기있는강자성

(Ferromanetism)의모형인이징동역학계(Ising dynamic system)의이론

은 금융 시스템을 모형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Zhou and

Sornette, 2007; Wang et al., 2010).그리고 2차원이징모형(Ising model)

에서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을나타내거나컴퓨터시

뮬레이션과수치해석학적인연구를통해이징모형(Ising model)이자

산 수익률의 주요 요소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논문들을 통해

보여지고있다(Yan et al., 2010; Fang and Wang, 2013).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이징 동역학

(Ising dynamic system)은 시장 참여자들간 상호작용과 이들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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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

한다.

강자성 모형은 실제 강자성체에서의 전자 회전의 상호작용을 간

편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Liggett, 1985; Chen, 2004;

Ellis, 2012).작은자기쌍극자모멘트는각자의회전과연과되어있기

때문에전자는하나의 N극과 S극을가진자석과같이행동한다.회전

과 자기 쌍극자 모두는 전자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표

현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가 두 가지 회전값 +1과 -1을 가질 수 있고

두방향사이에서뒤집힐수있다고가정한다.물리적인물체또는경

제적상황에서의동역학적상호작용과관련된이징(Ising)이론은닫힌

커뮤니티에서의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변

동성을 조사하는데 적용되어 왔다(Kaizoji et al., 2002). 금융시장에서

의시장참여자혹은투자자들의일반적인경향성을살펴보면그들이

군집상태(Herded state)로이동하는것을알수있다(Lux and Marchesi,

2000).

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에서는모든시장참여자들이동등

하게 취급받는다. 즉, 그들이 의견 교환을 하는 다른 시장참여자들과

접촉하는 수가 모두 같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전체적으로발생한다.이배열은실제금융시장의특성을반영하지못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자연스럽고 기술적이며 사회에서의 혼돈

(Chaos)을나타내는시계열이특정스케일에서의프랙탈(Fractal)구조

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chroeder, 1991; Bouchaud et al.,

2000; Kantelhardt et al., 2002). 따라서 기존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해 Fang and Wang (2013)은 프랙탈(Fractal) 구조의 Sierpinski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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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lattice를도입했다. Sierpinski carpet lattice는 Sierpinski carpet에해당

하는격자로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보인다(Carmona et al., 1998;

Shinoda, 2003; Wang, 2006).이러한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이징동역

학계(Ising dynamic system)을 적용하여 온도 역수를 나타내는 매개변

수에초점을맞추어시뮬레이션을하였다.그결과로금융시계열확률

분포 끝부분이 두꺼운 분포(Fat-tailed distribution)와 수익률의 멀티프

렉탈 스펙트럼(Multifractal spectrum)등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다른 참여자들

의수가 4로제한된다는점은여전히실제금융시장의모습과는많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나타나는특성들을반영하여모형에사용할수있도록가상의

시장참여자들의금융시장네트워크를구성한다.또한이렇게만들어

진 금융시장 네트워크에 이징 동역학계(Ising dynamic system)을 적용

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들로

인해발생하는현상들을관찰및비교한다.

2.2 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발생했던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

험관리의중요성은지속적으로부각되어왔다.금융시장에서자산가

격의급격한하락은수익률의확률분포의왼쪽끝부분에해당하는극

단적인사건에해당한다(Taleb, 2007).따라서,금융시장에서의위험관

리는수익률확률분포의끝부분에모든초점을맞추어이루어진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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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산의가격은시장참여자들의기대가반영되어있고이러한가격

형성은투자자들간의거래와정보교환에의해발생한다.자산가격은

여러거래를거치면서실제가치에수렴해가게되는데최근의많은실

증논문들에의해서자산가격수익률분포가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

정이타당하지않다는근거들이제시되고있다(Danielsson and de Vries,

1997; McNeil and Frey, 2000).

많은 학자들이 수익률의 실제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정규분포보

다더두껍기때문에수익률분포와유사한확률분포로정규분포보다

는 멱법칙 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제시하고 있다(Gabaix et al.,

2003; Plerou et al., 2004; Chakrabarti et al., 2007).멱법칙분포(Power-law

distribution)는 많은 사회 현상들에서 관찰되는 분포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의 수익률 확률분포가 멱법칙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를따른다고가정하고분포의특성을결정짓는멱법칙

지수부(Power-law exponent)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한다.

본 연구는 금융시장 변화 예측의 두 번째 연구로써 금융시계열

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제 수익률 분포와의 비교를

통해그실용성을검증하게된다.옵션가격산정에사용되는블랙-숄

즈 방정식(Black-Scholes equation)이 탄생한 이래로 널리 사용되어온

자산가격의수익률분포가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은여러금융모

형들에적용되었지만이가정은실제수익률분포가양쪽꼬리가두꺼

운 분포(Fat-tailed distribution)인 경우에 급격한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을 과소평가한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Fama, 1965;

Gopikrishnan et al., 1999; Cont, 2001).따라서본연구에서는금융위험

을관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확률분포의끝부분분포에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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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금융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수익률 분포와 비교하게

된다. 실제 수익률 분포는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다루는주식시장을비롯하여주식이나채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기

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파생상품시장을 대

상으로 한다. 15개 국가에서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15개 주가지수와 국가별로 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신용부도

스왑(Credit Default Swap)스프레드를시뮬레이션한다.

물리학에서의 많은 이론들은 경제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

한금융시장에서의행위들을모형화하는데적용되어왔다(Chakrabarti

et al., 2007). 대표적인 예로써 강자성체의 물리학적 성질을 설명하는

이징모형(Ising model)이있다(Ising, 1925; Bornholdt and Wagner, 2002;

Oh and Jeon, 2007).이징모형(Ising model)에서전자의회전방향은두

가지상태(+1또는 −1)를가질수있는데이를각각시장참여자들의

매수와매도포지션에대응시켜금융시장에적용할수있다.또한주변

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의 회전방향이 +1에서 -1로 바뀌거

나 -1에서 +1로바뀌기도하는데이는금융시장에서시장참여자들이

서로간의의견을주고받고본인들의포지션을변경하는것으로해석

할수있다(Sornette and Zhou, 2006a; Wang, 2009; Krause et al., 2012).

본연구에서는 3장에서제시했던금융시장네트워크를형상화한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활용하여연구를진행한다. 2차원의이징

모형(Ising model)(Wang, 2006; Fang and Wang, 2013)을좀더현실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그렇듯이 계층 구조를 갖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모두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에서 참

여자들간의 연결이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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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마다 다양한 횟수로 연결이 이루어지도

록 시장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더불어, 자산가격의 수익

률이매수자와매도자수의차이에비례한다는가정은매수자의수가

매도자의 수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약이나 비누와 같은 생필품 혹은 중독성

이 강한 담배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치품들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소비

자들이구매를꺼리게된다.즉,상품의종류에따라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는다르게나타날수있고이는금융상품에서도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의 자산 가격을

시뮬레이션 한다면 이러한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도 고려해야

할필요가있다.주식의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한투자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된 바 있었다(Gilchrist et al., 2005). 하지만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수요는고려하기힘들다는문제점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민감도(Price sensi-

tivity)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를

고려하려면비선형관계를나타내는모형을생각해볼수있다.즉,거

래포지션에의해결정되는수익률의비율이선형이었던이전모형에

멱법칙 지수부(Power-law exponent)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비선형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선형 이징 모형(Non-

linear Ising model)으로금융시계열을시뮬레이션하는데활용하여시

뮬레이션한금융시계열이실제금융시계열들과같이수익률의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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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두꺼운지점검하는과정을거친다.이모형은현실과닮은시장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들의 최종 포지션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금융시장에서의 실제

거래상황을잘묘사하도록했다.마지막으로,실제자산가격의수익률

분포와 시뮬레이션한 금융시계열의 수익률 분포의 유사성을 통계적

으로검증하고수익률의끝부분분포가멱법칙(Power-law)을따른다는

점을포함한여러정형화된사실(Stylized facts)들을확인한다.

2.3 금융위기예측

금융시장에관하여논할때주로떠오르는주제로금융거품이있

다.금융거품은시장참여자들간의비이성적인기대치로부터형성되

는자산가격의인위적인증가이다.이는금융시장이과대평가된상태

로볼수있다(Galbraith and Galbraith, 2009; Sornette, 2009; Kindleberger,

1978). 경제학에서 금융거품은 특정 시점이 되면 붕괴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장붕괴로 알려진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동반한다.이러한금융거품의붕괴가금융시장의참여자들이

주로투자하지않는상품에서발생할경우,그피해가소수의시장참

여자들에게만국한되지만만약투자자들의수가많고쉽게거래할수

있는 상품에서 금융거품의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에 투자한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거품은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Calverley, 2004).

많은 경제물리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적 방

13



법론들과모형들을적용해왔다(Bornholdt and Wagner, 2002; Bouchaud

and Potters, 2003).특히주식시장을모형화하는것은통계물리학에서

비평형동역학(Non-equilibrium dynamics)과유사하다는것이알려지고

있다(Arneodo et al., 1996; Bak et al., 1997; Ko et al., 2015).이러한흐름

속에서시장붕괴(Market crash)와임계시점(Critical point)간의연관성

이 제시되기도 했다(Sornette et al., 1996). 물리학적 모델은 비합리적

투자자들(Noise traders)의군집행동(Herding behavior)를시뮬레이션하

는데활용될수있다.단지추세만을쫓아가는무리가존재할때,주가

에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었다(De Long et al., 1990; Barberis

et al., 1998; Hong et al., 2005). Johansen-Ledoit-Sornette(JLS)모형은이

러한목적으로금융시장에서시장붕괴(Market crash)를예측하기위해

개발되었다(Johansen et al., 2000). JLS모형은시장붕괴(Market crash)의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따라가는데 금융 거품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 트렌드는 로그 주기적인 진동(Log-periodic oscillation)을 보인

다고가정한다.그리고이멱법칙(Power-law)을따르는로그주기함수

(Log-periodic function)가수렴하는끝부분에서시장붕괴(Market crash)

가발생할것이라예측한다.

JLS모형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Sornette and Zhou

(2006b)은기존의 JLS모형에패턴식별방법(Pattern identification method)

을 적용했다. 원래 이 패턴식별방법(Pattern identification method)은 지

진을예측하기위해수학자에의해고안되었다(Gelfand et al., 1976).이

방법론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모형이 과거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분류

오류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JLS모형은 학습 기간(Learning

period)과 예측 기간(Prediction period)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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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Yan et al., 2010, 2012).또한학습기간 (Learning period)에점검과

정(Backtesting process)도진행된다.

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한국의금융시장역시과거에많은금

융위기를 겪어왔다(Demetriades and Fattouh, 1999; Baek et al., 2004).

더불어,한국의주가지수에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를적

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본 연구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붕괴(Market

crash)를 예측하기 위해 JLS모형을 응용하는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

전의연구는여러국가별주가지수에같은방법론을적용하였다.하지

만국가별로저마다의특징이다를수있다.금융거품의붕괴가항상

글로벌 금융위기로 퍼져나가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시장 붕괴(Market crash)는 국내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분

할수있다.이러한분류를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 3가지

측면에서이전의모형을개량했다.

1. 한국금융시장에서의금융위기를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

위기로분류하고두가지카테고리의다른측면들을살펴봤다.

2. 이전모형에서적합기간을새로운매개변수로추가하여패턴식

별(Pattern identification)의성능을개선했다.

3. 모형이 패턴식별(Pattern identification)을 위해 학습하는 과정에

서국내금융위기를예측할때는과거국내금융위기를기준으로

학습하고글로벌금융위기를예측할때는과거글로벌금융위기

를기준으로학습하도록하였다.

새로이 추가된 매개변수는 한국의 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 기간(Fitting period)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학습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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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set)을예측하는금융위기에초점을맞추어설정하기때문에

예측하는모형의성능을많이개선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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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금융시장네트워크모형

3.1 금융시장네트워크의계층구조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금융시장 네트워크는 일부 구성원들과

안면이있는시장참여자들의집합이다.금융시장네트워크는사람들

간에상호작용을구현하고그구조가정보혹은질병의전파를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다. (Milgram, 1967)는 금융시장

네트워크의 구조를 처음으로 연구한 초기 실증 연구들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로 선정한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거쳐서 전달되도록 하였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거친사람들의평균숫자는약 6명이었고이러한연구결

과는 이어져 Guare (1990)에 의해 ”Six degrees of separation”라는 어구

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Milgram (1967)의 결과는 금융시장

네트워크가충분히복잡해서몇단계를거치면서로이어질수있다는

”small world hypothesis”의증거로활용되고있다(Watts, 1999).

이러한 결과는 클럽, 팀, 혹은 조직들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에

서도적용가능하다는것이보여지고있다.최근에들어서는 Newman

(2001)이공동작업을한학자들의네트워크를연구했다. ”Smal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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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ewman (2001)의공동저자들간네트워크

효과에대한그림이그림 1에나타냈다.이그림은 Newman이공동작

업한학자들과그들의공동작업자들의네트워크를보여주고있다.즉,

Newman의 공동작업 네트워크에서의 첫 번째 이웃들과 두 번째 이웃

들까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림과 같은 속도로 이웃들을 추가해 나

간다면 몇 번의 절차를 지나지 않아 전체 학자들의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므로 ”Small world” 효과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서 두 꼭짓점간의 거리는 꼭짓점들의 숫자의 로그값에 비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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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결과는금융시장에서도나타나고있다(Mantegna, 1999).본연구

에서는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로이러한현상들을설명할수있는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 사용했다.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

구축하는구체적인방법은 3.2.2항에서다루었다.

3.2 네트워크상의이징모형(Ising model)

본 연구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들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

자들의네트워크를모형화하고이를바탕으로이징동역학계(Ising dy-

namic system)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행태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모형이실제금융시장의보습을반영하고있는지그유효성을검증한

다.따라서우선적으로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를모형화하는방법

을다양하게접근한다.우선이징모형(Ising model)을가장단순한격자

인 k× k격자에적용하는방법론에대해서살펴보고이를다양한시장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에 적용한다. 두 번째 격자로는 Sierpinski carpet

lattice를다루고 Fang and Wang (2013)의방법으로접근한다.마지막으

로프랙탈(Fractal)구조의장점을살리면서교통과 IT기술의발전으로

늘어난의견교환수를현실적으로나타낼수있는 Hirarchical diamond

lattice에서의이징모형(Ising model)을살펴본다.

3.2.1 이징모형(Ising model)

본연구에서사용하는이징모형(Ising model)의방법론은다음과

같다. 이징 모형(Ising model)을 적용하는 첫 번째 격자는 가장 단순한

k×k격자를사용하였고이단순이징모형(Simple Ising model)은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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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t (2001)의방법론을사용하였다. i번째시장참여자가 t ∈{0, · · · ,T}

시점에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지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지를 σi(t)

로나타내기로했다.물리학적으로 σi(t)는전자의회전값을나타내고

+1또는 −1의값을갖는다.이징모형(Ising model)을 k× k격자에적용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장 참여자의 숫자는 N = k2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제에서 전체 시장 참여자 숫자는 812 = 6561가

된다. 또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인접한 다

른시장참여자들의수가 4가되도록주기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했다. 경계부분 시점 t에서 전체 시스템의 자성 혹은

금융시장 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t) =
1
N

N∑
i=1

σi(t) (3.1)

물체 안 전자들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저마다의 자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합이 물체 전체의 자성이 된다. 경제물리학에서는 이 시스템

전체의자성은시장전체의일반적인경향성으로보여질수있고전체

회전 값의 평균으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각 전자에 작용하는 국소장

(Local field)가 전자의 회전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i(t) =
N∑

j=1

Ji jσi(t)−Gσi(t)|M(t)| (3.2)

여기서 Ji j는 i번째 전자와 j번째 전자가 인접한 경우에 1의 값을 가

지고 인접하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i

번째전자와인접한전자들의회전값의평균을나타낸다.두번째항

은외부자기장의영향을의미하는데이는물체전체의자기장이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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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전자의회전값을바꾸는방향으로작용한다.그리고전체전자

에영향을주기때문에G를글로벌상수라부르고본연구에서는G> 0

인경우만다루도록하겠다.이동역학계의상황을금융시장에비추어

보면첫번째항은시장참여자들의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을나타

낸다.시장참여자들은그들과의견교환을하는인접한시장참여자들

의의견을반영하여그들자신의포지션을결정하게된다.그러다일시

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자산가격은

상승하게될것이다.하지만자산가격의상승으로인해시장참여자들

은투자할만한가치를느끼지못하게되고매도포지션으로돌아서게

되는데이러한상황을두번째항이나타내주고있다.즉,외부자기장

이경제학에서의수요와공급을조절하는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한

다.매시점마다이렇게시장참여자별국소장(Local field)가계산되면,

그 값에 따라 각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 다음 식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그리고이국소장(Local field)은물리학적으로전자배치에따른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변 전자들이 자신과 같은 회전 값을 가

질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게된다.

σi(t +1) = +1 with pi =
1

1+exp(−2βhi(t))

σi(t +1) =−1 with 1− pi

(3.3)

p는매개변수 β와국소장(Local field) hi(t)의로지스틱함수로나타내

고 각 시장 참여자가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나타낼 확률을 의미한

다. β는이징모형에서온도의역수를의미하는매개변수로시장참여

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포지션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21



를 나타내는 값이다. β값을 크게 설정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주변 투

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수의 의견을 자신들의 포지션으로 취할

확률이높아지게된다.반대로 β값을작게설정하면 pi의값이 1/2에점

점가까워지고주변시장참여자들의의견과상관없이거의랜덤하게

자신들의포지션을결정하게된다. pi의값은전자들의에너지와관련

된 값으로 전체 시스템 상에서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상태인지 쉽게

발생하지않는상태인지알려주는중요한값이기때문에다음과식과

같이모든시장참여자들의평균을구하여중점적으로살펴본다.

p̄ =

N∑
i=1

pi (3.4)

금융시장에서는 자산가격이 주로 경쟁매매를 통해 신규 매수자

와 신규 매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 숫자의 변

화량이중요하게여겨진다.시뮬레이션결과는지금까지기술한방법

으로 전체 시스템 내의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숫자의 차이를 나

타내는 M(t)와 신규 매수자와 신규 매도자 숫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M(t) = M(t)−M(t −∆t)의값을중점적으로살펴보면서시장참여자

들의포지션변화를관찰한다.

3.2.2 다양한금융시장네트워크

앞서 2차원의 k×k격자상에서단순이징모형(Simple Ising model)

을적용한다.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할금융시장의네트워크는

다양하게존재할수있는데단순격자에비해좀더현실적인 Sierpin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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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t lattice와 사회에서의 계층 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Hierarchi-

cal diamond lattice에 이징 모형(Ising model)을 적용한다. 우선, Siepin-

ski carpet lattice에이징모형(Ising model)를적용하는것은앞의내용과

동일한방법을적용하지만단순이징모형(Simple Ising model)의경우

에는모든시장참여자들이동일하게취급되고의견을반영하는주변

시장참여자들의숫자가모두 4명이라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따라

서의견을반영하는주변시장참여자들의숫자를다양화하고자연에

서쉽게관찰할수있고프랙탈(Fractal)구조를가지고있는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한다.수요와공급에의해

결정되는 자산가격은 일반적으로 확률변수로 나타낼 수 있고 프랙탈

(Fractal)과동일하게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가지고있기때문에

프랙탈(Fractal)구조가자연에서관찰되는현상을해석하기에적합한

모형이될수있을것이다.

Siepinski carpet lattic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다.

우선 하나의 정사각형에서 시작하여 이를 9개의 동일한 작은 정사각

형으로나누고중앙에위치한정사각형을제거한다.같은과정을남아

있는정사각형에반복하여적용한다.이를격자의수식으로표현하면

다음과같다.

C(2)
0 = Z2 ∩ [0,3]2

C(2)
n+1 = ∩i1,i2∈{0,1,2}

(i1,i2 )̸=(1,1)
{(i13n+1, i23n+1)+C(2)

n }
(3.5)

여기서 u+C(2)
0 = {u+ v : v ∈ C(2)

0 }이다. 즉, 전 단계의 격자가 다음

단계를 동일하게 9등분 했을 때 정 가운데 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정사각형의 격자가 된다. 그림 2에 Matlab을 사용하여 길이가 L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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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3, L= 34,그리고 L= 35인 Sierpinski carpet lattice를나타냈다.앞서

2차원의 k×k격자에서는주기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했지만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서는 경계부분 밖의 값은 0으로

취급하도록 단힌 경계 조건(Closed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였다.

Siepinski carpet lattice는 시장 참여자들마다 의견 교환을 하는 인접한

다른 참여자들의 숫자가 2,3, 그리고 4로 2차원의 k× k격자보다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가장 자연스러운

구조인프랙탈(Fractal)을사용하여경제현상을해석하기에적합할것

(a) L = 32 (b) L = 33

(c) L = 34 (d) L = 35

그림 2:길이가 L = 32, L = 33, L = 34,그리고 L = 35인 Sierpinski carpet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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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보여진다.

위에서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 갖는 프랙탈(Fractal) 구조인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해봤다.하지만

여전히인접한시장참여자의숫자가 4명으로제한된다는점이현실에

서의금융시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었다.금융시장은개인부

터연기금과같은거대한기관투자자까지그규모가다양한참여자들

로구성되어있다.그리고서로얽혀있는경제구조에서세계화와여러

가지규제완화를통해조직적인금융행위들이발생하고있다.사회에

는조직구조의수많은사례들이존재한다.오히려개개인들이수평적

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매우 드물다. 금융시장의 구조도 모든

단계의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된 조직계층과 닮아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최대한 현실성 있도록 모형화하기

위해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가지는프랙탈(Fractal)구조의이점

을가지고있으면서인접한시장참여자의숫자를늘리고조직사회의

모습을나타낼수있는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격자로사용했다.

그림 3: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구성하는첫 3단계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구성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그림

3과같이서로의견을주고받는두시장참여자로시작한다.이기존의

시장 참여자는 반대편에서 마주보도록 두고 연결선을 다이아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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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하여 나머지 두 자리를 새로운 2명의 시장 참여자가 차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는 4개의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각

연결선을앞서설명한과정과동일하게모두다이아몬드로치환한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Hierarchical diamond lattice가 구축된

다. p번과정을반복하면 2/3×(2+4p)명의시장참여자와그들사이에

4p개의연결선이생긴다.많은시장참여자들이 2명의다른시장참여

자들과의견을주고받고인접한다른시장참여자들의최대숫자는 2p

명이된다.이렇게인접한다른시장참여자의숫자가최대인시장참

여자는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처음구성하기시작한 4명의시장

참여자이다.

위방법으로만들어진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는이후시장참

여자들간에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통로와같은역할을하게된다.그

리고앞서기술한 2차원 k×k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와마찬가지

로전체시스템내에매수혹은매도포지션이얼마나더많이존재하

는지를나타내는M(t)와그변화량 ∆M(t) = M(t)−M(t −∆t)에대해서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 변화에 관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전체 시

스템의상태가변화를하려는불안정적인상태인지변화가쉽게발생

하지않는안정적인상태인지를살펴보기위해각시장참여자들이자

신들의포지션을변경할확률을나타내는 p값의평균을구하여 M(t),

∆M(t)값과함께살펴본다.

3.2.3 상호작용거리와군집분석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가 같은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

끼리 군집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군집을 이루고 있다면 군집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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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다른시점과비교하여어떤지등을살펴보기위해서는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이 실행되어야 한다. 군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리공간(Metric space)이정의되어야한다.거리공간(Metric space)이

정의되려면다음식들을만족해야한다.

d(x,y)≥ 0 (Non-negativity)

d(x,y) = 0 ⇔ x = y (Identity of indiscemibles)

d(x,y) = d(y,x) (Symmetry)

d(x,z)≤ d(x,y)+d)y,z) (Triangle inequality)

(3.6)

네트워크의 거리를 다룰 때 주로 최단거리(Geodesic distance)를 사용

한다(Boutti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거리로 이 최단거

리(Geodesic distance)를 사용했다. 이렇게 정의한 거리를 바탕으로 군

집분석을 실시했는데 앞서 구성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는 군집의 형

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군집의 개수도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시장참여자들간의연결강도가약하면이상점(Outlier)들이많이

발생할수있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방

법으로 이러한 이상점(Outlier)들에 대해서도 강건한(Robust) Density

based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DBSCAN)을 사용한다(Ester

et al., 1996).

DBSCAN은점들의밀도를기반으로한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방법으로 서로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점들을 같은 군집(Cluster)으로

묶는다.또한낮은밀도로홀로위치한점들을이상점(Outlier)으로분

류한다. DBSCAN은밀도를기준으로군집을분류하기때문에주변에

다른점들이있는지확인하는거리인반경과그반경내에몇개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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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k격자상임의의시장참여자의상태

(b) DBSCAN방법의군집분석

그림 4: k× k격자상시장참여자들의 DBSCAN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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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군집으로인식할것인지인최소점의수라는두개의매개변수

를사용한다.본연구에서는반경의값으로 1,최소점의수의값으로 1

을사용하였고이 DBSCAN방법을단순 k× k격자상의시장참여자들

에적용한예시를그림 4에나타내었다.그림 4의 (a)에서흰점은매수

포지션의 시장 참여자를, 검은 점은 매도 포지션의 시장 참여자를 나

타내는데 서로 군집을 이루면서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의 (b)에서군집들을 DBSCAN방법으로번호(1,2, · · ·)를메기는

것을확인할수있다.단,이상점(Outlier)들은 0으로번호를나타냈다.

위와같은방법으로군집들을찾아내고그숫자를활용하게되는

데여기서이상점(Outlier)들은각각하나의군집으로간주하고개수를

세도록했다.따라서,전체시장참여자의수는고정되어있는데군집

의 수가 많다는 것은 같은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뭉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군집의 수가 적다는

것은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뭉쳐서군집을이

루고그크기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3.3 금융시장 네트워크의 상태 변화 시뮬레이

션분석

이징 모형(Ising model)은 물리학에서 강자성체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기위해만들어진모형으로본연구에서는이징모형(Ising model)

에서 전자의 회전 값을 금융시장 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에대응시켜시뮬레이션과금융상품의위험관리에활용하는목

적으로연구를진행한다.이징동역학계(Ising dynamic system)는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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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위치하고있는배치위에서작동하게되는데,금융시장시장참여

자들의행태에따른시스템의상태변화를조사하기위해 2차원 k× k

격자, Sierpinski carpet lattice, 그리고 금융시장 네트워크와 유사한 성

질을가진 Hierarchical diamond lattice에이징동역학(Ising dynamics)을

적용한다. 이징 동역학(Ising dynamics)을 적용하는 격자가 점점 복잡

해지고 실제 금융시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해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변화가사용하는격자에따라달라지는지살펴본다.만약격자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변화에 차이가 있다면 가장 현실을 잘 반

영한 네트워크를 격자로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수있을것이다.

3.3.1 2차원격자상의시장참여자상태변화

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한첫번째배치는시장참여자들이

2차원의 k× k격자형태로나열된형태이다.앞서기술한이징동역학

(Ising dynamics)방법론을 2차원의 k× k격자에적용하고식 (3.2)의글

로벌 상수 G의 값은 10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식 (3.5)의 연결강도를

나타내는매개변수 β의값으로 0.8을사용한다.

그림 5에는 2차원의 k× k격자에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하

여 시장 참여자의 상태 변화를 살펴봤다. 그림 5의 (a)에는 시스템의

전체평균포지션M를, (b)에는그변화량 ∆M을나타냈다.그림 5의 (a)

에서평균포지션 M은빨간선으로표시된 0값을기준으로양의값과

음의값을오가는것을확인할수있다.시장참여자들이서로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스스로의 포지션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매수

포지션의숫자가늘어나서 M이양의값을가지게되면자산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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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M (식 (3.1))

(b)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변화 ∆M (∆t = 1)

(c) 시장참여자군집의개수

(d) 평균포지션변경확률 p̄ (식 (3.4))

그림 5:단순 k× k격자에서의시점별시장참여자들의상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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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게 되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매도 포지션을 취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려

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

션의숫자가늘어나평균포지션이한쪽으로기울수있지만,수요와

공급이균형을이루기위해반대방향으로움직이려는힘이생기고그

림 5의 (a)와같이 0을중심으로위아래로움직이게된다.그림 5의 (b)

에는 (a)의같은시점에해당하는평균포지션의변화량 ∆M이그려져

있다.평균포지션의변화량 ∆M을살펴보면평균포지션 M이몇차례

에걸쳐심한변동을하는시점이군집(Cluster)형태로존재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군집(Cluster)이 나타나는 시점을 그림 5의 (a)

에서 찾아보면 평균 포지션 M이 0에서 멀어질수록 그 변화량 ∆M의

값이커지는것을관찰할수있다.이렇게시장참여자들의전체평균

포지션M은 0을중심으로움직이며 0에서멀리떨어졌을때는그변동

성이커지는것을알수있다.

시장참여자들의상태를살펴보기위해 3.2절에다룬 DBSCAN방

법으로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실시한결과를그림 5의 (c)에나타

냈다.이수치는군집의개수를나타내는데그림 5의 (a)의 M이 0에서

멀리떨어진값을가질때군집의개수가늘어나는것을알수있다.전

체시장참여자의숫자는고정되어있는데군집의개수가많아졌다는

것은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뭉쳐있지못하고

시스템 상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그림 5의 (a)에서

M이 0근처의값을가질때는군집의개수가매우적어지는데이는같

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뭉쳐서큰군집을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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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결과는그림 5의 (d)에있는시장참여자들이자신들의포

지션을변경할평균적인확률에서도확인할수있다.그림 5의 (a)에서

M값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가질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변경할평균적인확률이매우높아지는것을알수있는데이는그림 5

의 (c)에서살펴봤듯이,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

뭉쳐 커다란 군집을 이루고 있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

변에자신과반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많이존재하게

되고그들의의견을반영하여자신의포지션을변경할확률이높아지

게된다.반대로 M이 0근처의값을가질때는그림 5의 (c)에서군집의

개수가적어지고이는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

뭉쳐있기때문에자신의포지션을변경할확률이낮아지게된다.

위와 같은 현상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시

장참여자들이포지션을변경할확률은포지션배치에따른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포지션을 변경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에너지가높은불안정적인상태에있다는것을의미하고포지션을변

경할확률이낮다는것은그들이에너지가낮은안정적인상태에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시각적으로확인하고각시점마다실제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의상

태를관찰하기위해 M이 0에서멀리떨어진시점 2개와 0근처의값을

가지는 2개 시점을 각각 빨간 점과 초록 점으로 그림 5의 (a), (b), (c)

그리고 (d)에나타내었고각시점에서의시장참여자들의상태를그림

6에 나타냈다. 2차원 k × k격자 상의 이징 모형(Ising model) 방법론에

서설명했듯이,시장참여자들은 81×81격자형태로위치하고이들은

인접한 4명의시장참여자들과의견교환을한다.그림에서흰색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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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포지션을,검은점은매도포지션을나타낸다.

(a) t = 134 (b) t = 1472

(c) t = 2312 (d) t = 3430

그림 6:단순 k× k격자에서의시점별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

그림 6의 (a)와 (c)는평균포지션 M이 0에서멀리떨어진값을갖

는, (b)와 (d)는 0에가까운값을갖는시점에서의시장참여자들의포지

션을각각나타냈다.평균포지션M이 0에서멀리떨어진값을갖는 (a)

와 (c)은매수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과매도포지션을나타

내는시장참여자들이섞여있는것을알수있다.이러한결과는그림

5의 (c)에서군집의숫자가늘어나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전체시

장참여자들의숫자는일정하기때문에군집의숫자가늘어나는것은

한 군집의 크기가 매우 작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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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시장참여자들과매도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섞여

있으면자신과인접한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이반대일확률이높아

지게되고포지션이반대인시장참여자들이많이인접해있으면그림

5의 (d)와같이스스로포지션을변경할확률이높아지게된다.이렇게

많은 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시

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의변동도커지게된다.즉,이러한배치는

고온에서에너지가높아서전자의회전방향이자주변하는변동성이

심한상태를의미한다.

평균포지션M이 0에가까운값을갖는 (b)와 (d)는매수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과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군집(Cluster)을이루며서로뭉쳐있는모습을볼수있다.그림 5의 (c)

와 그림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집(Cluster)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하

나의 군집의 크기는 늘어났다.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과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뭉쳐있으

면 주변에 자신과 같은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5의 (d)와 같이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을 변경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평균 포지션의 변화량 ∆M도 줄어들었

다.즉,저온에서시스템의에너지가낮아서전자의회전방향이자주

변하지않듯이시스템이보다정적인상태로전환되었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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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Sierpinski carpet lattice 상의 시장 참여자 상태
변화

2차원 k × k격자 상의 이징 모형(Ising model)과 마찬가지로 Sier-

pinski carpet lattice 상의 이징모형(Ising model)에서도 전체 시스템의

시장 참여자들의 상태 변화를 살펴본다. 이징 동역학(Ising dynamics)

에사용한매개변수의값들은 2차원 k×k격자에서와마찬가지로글로

벌상수 G = 10과시장참여자들간연결강도 = 0.8을사용했다.단한

변의길이는 L = 34 = 81로설정한다.

Sierpinski carpet lattice상의이징모형(Ising model)에서시장참여

자들의상태변화를그림 7에나타냈다.그림 7의 (a)를보면 Sierpinski

carpet lattice 상의 이징 모형(Ising model)에서도 2차원 k× k격자 상의

이징모형(Ising model)과비슷하게시스템의전체평균포지션 M이 0

을 중심으로 0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0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반

복했다.또한그림 7의 (b)에서알수있듯이, M의변동이집중되어심

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또한 M의 값이 0에서 멀어질 때 그

변동성이커지고 0에가까운값을가질때는변동성이줄어드는모습

을보인다.이렇게단순 k×k격자상의이징모형(Ising model)의경우와

유사한결과는시장참여자들의군집의개수와평균적인포지션변경

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의 값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가질

때는시장참여자들의군집의수가늘어나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이

분산되어 여러 개의 소규모의 군집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주변에 반

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섞여있어서평균적인포지션

변경확률은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반면, M이 0근처에있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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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M (식 (3.1))

(b)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변화 ∆M (∆t = 1)

(c) 시장참여자군집의개수

(d) 평균포지션변경확률 p̄ (식 (3.4))

그림 7: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서의시점별시장참여자들의상태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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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서로뭉쳐서적은수의대규

모군집을이루었고이로인해,주변에자신과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

시장 참여자가 많이 존재하게 되어 평균 포지션 변경 확률은 낮은 수

치를나타냈다.

매개변수G와 β의값을 2차원 k×k격자상의이징모형(Ising model)

과 동일하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도 보였다. 첫 번

째로 2차원 k× k격자 상의 이징 모형(Ising model)에서는 평균 포지션

변화량 ∆M이 값이 클 때와 작을 때의 차이가 컸지만 Sierpinski carpet

lattice상의이징모형(model)의경우에는비교적차이가작았다.두번

째로 그림 7의 (c)에서 알 수 있듯이, k × k격자의 경우보다 평균적인

군집의 수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Sierpinsi carpet

lattice에존재하는빈공간들때문이라고생각할수있다.분석에사용

한 Sierpinski carpet lattice는그림 2와같이단순 81× 81격자에서여러

공간들을 제거한 형태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같은 포지션을 나

타내려는 성질에 의해 커다란 군집이 형성되더라도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들때문에그군집을유지하기어렵게된다.따라서,매개변수값

들을모두같도록설정했지만이징동역학(Ising dynamics)을적용하는

격자의모양에따라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그리고앞서진행

한방법대로상태별로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을관찰하기위해,전체

편균포지션 M이 0에서멀리떨어진 2개시점과 0근처의값을갖는 2

개 시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각 빨간 점과 초록 점으로 그림 7의 그

림 모두에 대응하는 시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시점들에서 시장

참여자들이나타내는포지션을그림 8에시점별로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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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1158 (b) t = 2410

(c) t = 3534 (d) t = 4202

그림 8: Sierpinski carpet lattice에서의시점별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

그림 8에서매수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는흰색점으로,

매도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는검은색점으로나타냈는데 Sier-

pinski carpet lattice를만드는과정에서제거된사각형은검은색으로표

시하였다.그림 8의 (a)와 (c)가그림 7에서의빨간점에해당하는시장

참여자들의포지션을나타낸다.그림에서매수포지션을나타내는시

장참여자들과매도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골고루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림 7의 초록 점에 해당하는 그림 8의

(b)와 (d)는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과 매도 포지션을

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군집을이루며서로뭉쳐있는모습을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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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ierpinski carpet lattice 상의 이징 모형(Ising model)의 경우는 2차

원 k×k격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한번군집을이루면그군집은같은

포지션을가지는시장참여자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반대포지션

으로 움직이려는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군집을 유지하려는

속성이생기므로이렇게군집을형성하면정적인상태를유지하게된

다.이는군집의숫자와평균적인포지션변경확률에서도알수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군집의 크기가 매우 커져서 전체 군집의 수는 줄

어들게 된다. 게다가 상태 에너지가 낮아져 평균적인 포지션 변경 확

률도줄어들게되고정적인상태를유지하게된다.반대로 (a)와 (c)의

경우는매수포지션의시장참여자들과매도포지션의시장참여자들

이섞여있는데주변에반대포지션의시장참여자들이많이존재하면

그들에의해반대포지션으로움직이려는힘이생기고이러한상태는

시스템상에서변동성이심한상태로볼수있다.또한군집의크기가

작아지면서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반대 포지션의 시장 참

여자들이주변에존재하면상태에너지가높게되고평균적인포지션

변경확률이높아지게된다.

3.3.3 Hierarchical diamond lattice 상의 시장 참여자
상태변화

앞서 2차원 k×k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상의이징모형(Ising

model)을 통해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엔 금융

시장 네트워크의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Hierarchical diamond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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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징 동역학(Ising dynamics)를 적용하여 전체 평균 포지션 M, 그

변화량 ∆M,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한 군집의 수, 그리고 편균적으로

포지션을변경할확률 p̄를그림 9에나타냈다. Hierarchical diamond lat-

tice를 생성하는 4번의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시장 참여자의 숫자는

2/3× (2+44) = 172명으로설정했고이징동역학(Ising dynamics)에사

용되는 매개변수인 글로벌 상수 G의 값은 10으로 설정했다. 시장 참

여자들간의연결강도를나타내는매개변수 β의값으로 5을사용했다.

그결과는앞서살펴본 2개의네트워크의경우와유사했다.

그림 9의첫번째그림인평균포지션 M은 0의값을중심으로움

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M이 0에서

멀리떨어진값을가질때그변동성이심해졌고시장참여자들이형성

한군집의수는많아졌고포지션을변경할확률이높아졌다.즉,같은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흩어져서 소규모의 군집을 많이

형성해 높은 에너지 상태를 보였다. 반면, M이 0근처의 값을 가질 때

는 M의변동성이줄어들었고시장참여자들이형성하는군집의수도

줄어들었지만군집의크기는커짐을알수있었다.또한자신의포지션

을변경할평균적인확률은낮아져서전체시스템상의에너지상태는

낮아변화하지않으려는성질을보인다는앞선결과와의공통점이있

었다.하지만 2차원 k× k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상의이징모형

(Ising model)의결과와유사한결과를얻기위해 β의값으로 5라는높

은 값을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는 모든 시장 참여자

들이동일한취급을받는 2차원 k× k격자의단점과인접한다른시장

참여자들의수가최대 4명으로제한되는 Sierpinski carpet lattice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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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M (식 (3.1))

(b) 시장참여자들의평균포지션변화 ∆M (∆t = 1)

(c) 시장참여자군집의개수

(d) 평균포지션변경확률 p̄ (식 (3.4))

그림 9: Hierarchical diamond lattice에서의 시점별 시장 참여자들의 상
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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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극복하기위해사용되었다.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는금융시

장네트워크의계층구조를현실적으로반영하려고하였다.하지만이

로인해한시장참여자마다인접한시장참여자의숫자가 2차원 k× k

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와는 다르게 커질 수 있다. 인접한 다른

시장참여자들의숫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이들이모두통일될때

까지오랜시간이걸리거나서로동조화하려는경향이강해야할것이

다.이로인해이징동역학(Ising dynamcis)을적용하는격자가달라지

면사용하는매개변수의값도적절하게설정해줄필요가있다.이는 2

차원 k×k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를비교할때얻은결과와같다.

전체 평균 포지션 M의 값 0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따라 시장 참

여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고 그 형태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 포지션 M이 0에서 멀리 떨어진 2개 시점과 0주변의 값을 갖는

2개 시점을 임의로 찾아 각각 빨간 점과 초록 점으로 그림 9의 해당

시점에표시했다.또한빨간점과초록점에해당하는시점별로시장

참여자들의포지션을그림 10에각각나타냈다.그림 10에서빨간점은

매수 포지션의 시장 참여자를, 그리고 파란 점은 매도 포지션의 시장

참여자를나타낸다. Hierarchical diamond lattice의경우,시장참여자들

간의연결이매우복잡하게이루어져있다.그림 10의 (a)와 (c)는그림

9의 빨간 점에 해당하는 평균 포지션 M이 0에서 멀리 떨어진 2개 시

점에서의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을보여주고있다.앞서 k× k격자와

Sierpinski carpet lattic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참여자와매도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분산되어섞

여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위와같은결과는시장참여자군집의개수를나타내는그림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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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같은 포지션을 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흩어져 소규모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 군집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반면그림 9의초록점에해당하는 (b)와 (d)는평균포지션 M이

0근처의값을가지는 2개시점을나타내는데같은포지션을나타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뭉쳐서 커다란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 9의 (c)를 살펴보면 커다란 군집을 이

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군집의 수는 매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균포지션 M이 0에서멀리떨어진값을가질때는시장참여자들의

포지션이 복잡하게 섞여있고 이로 인해 평균 포지션의 변화량 ∆M이

큰값을갖는다.

그림 9의 (d)에서 M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갖는 시점을 보면

평균적으로포지션을변경할확률이높아높은에너지상태의변동성

이높은상태를보인다.반면,평균포지션M이 0주변의값을가질때는

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이군집(Cluster)을이루고있음을확인할수있

고이로인해평균포지션의변화량 ∆M이작은값을갖는다.그림 9의

(d)에서는평균포지션변경확률이낮아낮은에너지의정적인상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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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46

(b) t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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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 2431

(d) t = 3656

그림 10: Hierarchical diamond lattice에서의시점별시장참여자들의포

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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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시장네트워크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장 참여자 혹은 행위자들

이 군집상태(Herded state)로 이동하는 현상 등과 같은 경제현상을 설

명하기위해경제물리학적모형을도입하는추세에맞추어여러금융

시장의네트워크에이징동역학(Ising dynamics)를적용하여시뮬레이

션하고분석하는것을목표로연구를진행했다.

기존의 가장 단순한 이징 모형(Ising model)의 경우, 모든 시장 참

여자들이같은중요도로여겨졌는데이는실제금융시장의모습뿐아

니라사람마다가지고있는성향과배경이모두다르다는점에서현실

과는거리가있었다.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고주가처럼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을가지고있는 Sierpinski carpet lattice라는프랙탈(Frac-

tal)구조에이징모형(Ising model)을적용하려는시도도있었다.그러

나 Sierpinski carpet lattice를 사용할 경우 인접한 시장 참여자의 수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한계점들을 극복하여 실

제금융시장의모습과많이닮아있는모형의개발이요구되고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네트워크에서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데 초

점을맞춘격자로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사용했다.또한, 2차원

k× k격자, Sierpinski carpet lat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Hierarchical dia-

mond lattice에이징동역학(Ising dynamics)를적용하여금융시장의변

동성과 시장 참여자들이 군집 상태(Herded state)를 이루는 현상을 잘

설명할수있는지살펴봤다.

2차원 k × k격자, Sierpinski carpet lattice, 그리고 Hierarchical dia-

mond lattice에 이징 동역학(Ising dynamics)을 적용한 결과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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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선, 3개의 네트워크 모두에서 전체 시장 참여

자들의평균포지션 M은 0을중심으로위아래로변동했다.또한,평균

포지션M과더불어평균포지션M의변화량인 ∆M을시점이일치하도

록그래프를그려비교를했을때,평균포지션M이 0에서멀리떨어진

값을가질때그변화량인 ∆M이큰값을가졌다.즉,평균포지션 M의

변동성이커졌다.반면,평균포지션M이 0주변의값을가질때, ∆M이

작은값을가졌다.다시말해,평균포지션 M의변화량이작았다.

각상태에해당하는시장참여자들의포지션을관찰하기위해이

를그림으로시각화하여살펴봤다. 3개의네트워크모두에서평균포

지션 M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가질 때, 매수 포지 션을 나타내는

시장참여자들과매도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들이섞여있었

고이로인해여러개의소규모군집들이존재했다.또한평균포지션

변경 확률은 높은 값을 보여서 자신의 포지션을 쉽게 변경하고 에너

지상태가높은변동성이심한상태를나타냈다.반면,평균포지션 M

이 0근처의 값을 가질 때는 매수 포지션의 시장 참여자들과 매도 포

지션의시장참여자들이서로군집(Cluster)을이루며뭉쳐있어자신의

포지션을쉽게바꾸지않는다.시장참여자들이형성한군집의숫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군집의 크기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의 평균적인 포지션 변경 확률은 낮아서 에너지 상태가 낮은

정적인상태를보였다.

3개의 네트워크는 이징 모형(Ising model)에 사용하는 격자 역할

로써 많이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냈다. 우선

Sierpinski carpet lattice의경우,단순 k×k격자와다르게평균포지션M

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간에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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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들이많이존재해서이러한빈공간들로인해커다란군집을형성

하지못해여러개의소규모군집들을형성했고전체군집의수가 k×k

격자의경우보다는높은모습을보였다.즉,격자의모양이시장참여

자들의상태에영향을미치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다.한편,금융시

장의 실제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금융시장 네트워크의 경우,

한시장참여자와인접한다른시장참여자들의수가다른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많아 연결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포지션을 나

타내는군집(Cluster)를이루려면전체시장참여자의숫자를줄이거나

동조화하려는 성질을 보이고 시장 참여자 간의 연결강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인 β의값을높게설정해야한다.이렇게 3개의네트워크서로

비교해봤을때,공통점과차이점이모두존재한다.이를분석하는과정

에서금융시장의네트워크를모형화하고이징동역학(Ising dynamics)

을적용할때,매개변수값들의적절한조정(Calibration)이매우중요하

고 네트워크를 변경할 시에는 새로운 조정(Calibr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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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비선형이징모형을사용한

금융시계열분석

4.1 비선형이징모형을사용한금융시계열분

석방법론

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사용한시뮬레이션방

법론은다음과같은절차로구성된다.첫번째로금융시장시장참여자

들의네트워크를구성한다. 3.1항에서도언급했듯이,현재까지의이징

모형(Ising model)의 경우에 격자로 사용하기 위해 주로 2차원의 단순

격자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지만 이는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참여

자들의복잡한네트워크를표현하기어렵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또한금융상품에따른가격과수요량과의관계,즉,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가고려되지않는점도문제점으로남아있다.이러한문제점

들을해결하기위해 3장에서다뤘던시장참여자들의금융시장네트워

크를 모형화한 Hierarchical diamond lattice를 격자로 사용하고 새로운

매개변수를추가하여금융상품별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

하여좀더현실적으로모형을구성하는방법론에대해설명한다.

두 번째로 시장 참여자들은 앞에서 결정된 네트워크에서 그들의

포지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포지션을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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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는이징모형(Ising model)에서전자들이주변전자들의회전방향

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성질을 금융시장에 적용하여 모형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한 포지션에 따라서 자산 가격

이변화하게된다.매수포지션이매도포지션보다많으면자산가격이

상승하고매도포지션이매수포지션보다많으면자산가격이하락하

도록설정하여시뮬레이션을통해자산가격변화를살펴볼수있도록

한다.

4.1.1 시장참여자들간상호작용및포지션결정

금융시장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나면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참

여자들은그들의포지션에관한정보를교환한다.이러한금융시장에

서이루어지는행위를표현하기위해물리학에서도입한모형이이징

모형(Ising model)이다.이징모형(Ising model)은강자성체의물리적성

질을 표현하는 모형으로 강자성체는 고온에서 그 성질을 잃게 된다.

상온에서 전자들은 주변 전자들의 회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

려는성질을가지고있는데고온이되면이성질이약해져주변전자의

회전방향과상관없이랜덤하게회전하려는성질이강해지게된다.이

러한성질을시장참여자들간의연결강도로나타내고전자의 2가지회

전방향을금융시장에서의매수포지션과매도포지션으로대응시켜서

자신의포지션을결정할때주변시장참여자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

했다.

시장참여자들을표현한네트워크는한번구성되면시뮬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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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사용되고시뮬레이션상의 1거래일마다다른참여자들과

의견을교환하고본인의포지션을결정하는과정을통해결정된최종

포지션에 따라 가격이 한번 변화하게 된다. 시장 참여자들간의 의견

교환을구체적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은과정을거치게된다.우선 i

번째시장참여자의포지션을나타내는값인 σi는 +1또는 −1의값을

나타내기로하자.한시점에서의 “해밀토니안”(Hamiltonian)을편의성

을 위해 다음 식과 같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사용하고 H로 축약하여

사용하기로한다.

H =
N∑

i=1

∑
j∈n(i)

σiσ j =
N∑

i=1

hi (4.1)

여기서 n(i)는네트워크상에서 i번째시장참여자와연결된다른참여

자들의숫자를의미한다.또한 hi =
∑

j∈n(i) σiσ j는 i번째시장참여자에

게 적용되는 국소장(local field)으로 정의한다. σi의 값이 변할 확률은

깁스측도(Gibbs measure)(Clauset et al., 2009)로주어지고다음과같이

표현된다.

σi(t +1) = +1 with p = 1
1+exp(−2βhi(t))

σi(t +1) =−1 with 1− p
(4.2)

확률식에사용된 β는시장참여자들간의정보교환이이루어지는연

결 강도를 나타내고 β의 값이 클수록 주변 투자자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하여대다수의의견에동의하는동조화현상이일어나는시장상

황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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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포지션에따른자산가격변화

σi를 t번째날짜에 i번째시장참여자가나타내는투자의견이라고

할때,이값은위에서설명했던 m번의의견교환과정을거치고난후

결정된다.의견교환과정이시작할때마다각시장참여자의 σ초기값

은랜덤하게결정된다. t번째날짜에자산가격의수익률은다음식과

같이정의할수있다.

rt = lnSt − lnSt−1 = φtsign

(
1
N

N∑
i=1

σi(t)

)∣∣∣∣∣
N∑

i=1

σi(t)

∣∣∣∣∣
q

(4.3)

St는 t번째 날짜에 해당하는 자산가격을 의미하고 φt는 t번째 날짜에

알려진정보의강도를나타낸다.새로운정보는매일한번씩도착하고

φt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설정했다.
∣∣∣∑N

i=1 σi(t)
∣∣∣의 크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t번째 날짜에 매수 혹은 매도 의견을 나타내는 성향을 가

리키고여기서 | · |은절대치를의미한다.더불어자산가격의수익률과

시장참여자들의성향과의관계에지수부인 q항을추가하여두수치간

의비선형적인관계를보정했다.즉,새로운매개변수를추가함으로써

상품별로달라질수있는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반영했다.

CDS스프레드가회사혹은국가와같은주체들의금융위험을측

정하는측도로여겨지는데식 (4.3)은 CDS와주식과같은증권들의거

래가이루어지는금융시장의실제환경을반영한다. φt가양의값을가

지면수익률이증가함을의미한다.특히,주식시장에서 φt가양의값는

경우는시장에양의수익률을발생시킬만한좋은정보가있음을의미

하는 반면에 CDS시장의 경우에는 CDS가 근거한 주체의 시장에서의

평가가악화될만한악재가있음을나타낸다.식 (4.3)에근거하여 t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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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에해당하는자산가격의금융시계열은다음과같이쓸수있다.

St = S0 exp
(∑t

k=1 rk
)

= S0 exp
(∑t

k=1 φksign
(∑N

i=1 σi(t)
)∣∣∣∑N

i=1 σi(t)
∣∣∣q) (4.4)

여기서 S0는금융시계열의초기값을나타낸다.금융시계열시뮬레이

션의전체프로세스를간략하게나타내면다음과같다. t ∈ {1,2, · · · ,T}

일때,

1. t번째날짜에해당하는금융시장의네트워크구축

2. 시장참여자들간에 m번의상호작용(의견교환)과정을거친후 t

번째날짜에해당하는최종포지션 σi(t)값을결정

3. t번째 날짜에 알려진 정보의 강도, φt를 표준정규분포로부터 추

출

4. 식 (4.3)를 사용하여 t번째 날짜의 CDS스프레드와 주가지수 수

익률, rt를결정

5. 식 (4.4)를사용하여자산가격, St의금융시계열을생성

4.2 비선형이징모형의시계열분석

금융시장에서의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를형상화하고비선형

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사용한시뮬레이션방법론의실증

분석을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국가별 CDS스프레드와주가지수들

의수익률의분포를조사한다.금융시장에서투자지표로가장널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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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주가지수는 선정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하는방법과전체시가총액의합을비교하여지수를산출하는방법이

있다.또한,국가별로회사들의금융건전성과투자심리를반영한다.

CDS스프레드는 기준 주체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대출이나채권의원리금을돌려받지못하는위험을사고파는신용

파생상품이다. CDS 계약에서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보장매

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주기적(매년, 반기별, 또는 분기별)으로 프

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상에 명시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

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보장매입자 (protection buyer)에게보상금

(명목원금)을지불해야한다. CDS스프레드는기준주체의신용사건에

대한보험금을받기위해지불하는프리미엄으로여겨진다.구체적으

로 기술하면, CDS스프레드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에 의해 매

년지불된총금액을CDS의명목원금(보장된금액)비교하여백분율로

나타낸다.예를들어, CDS스프레드가 270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라는 것은 CDS 명목원금의 2.7%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지불됨을 의미한다. CDS스프레드는 주가지수와 비슷하게 보장매입

자(protection buyer)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와 같은 시장 참여

자들로구성된 CDS시장에서호가와경쟁매매를통해결정된다. CDS

스프레드는기준주체의부도확률이높아지는것과같이기준주체의

금융상태가악화되는경우에증가하는경향이있다.따라서 CDS스프

레드는기준주체의신용위험을측정하는데매우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국가의 주가지수와 CDS스프레드를 선정하

여 사용하였다. 선정된 15개 국가와 다음과 같고 표기법은 괄호 안에

표시했다. 선정된 15개 국가는 미국(US), 프랑스(Fra), 독일(Ger),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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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UK), 그리스(Gre), 스페인(Spa), 포르투갈(Por), 이탈리아(Ita), 중국

(Chi),일본(Jap),대한민국(Kor),아르헨티나(Arg),브라질(Bra),멕시코

(Mex),그리고남아프리카공화국(SA)이다.비선형이징모형시뮬레이

션 분석에 사용된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총 2381거래일의데이터가사용되었다.데이터는톰슨로이터(Thom-

son reuters)의 데이터 스트림(Datastream)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주가지수는 Dow Jones(US), CAC40(Fra),

DAX(Ger), FTSE100(UK), ASE(Gre), IBEX35(Spa), PSI20(Por), BVL30

(Ita), SHANGHAI B SHARE(Chi), NIKKEI225(Jap), KOSPI(Kor), IGPA

(Arg), BOVESPA(Bra), IPC(Mex),그리고 EZA(SA)이다.

4.2.1 CDS스프레드와주가지수의기술통계량

표 1은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의 기술통계량들을 보여준다. α

의 값은 확률분포의 꼬리의 두꺼운 정도를 나타내주는 수치이다. 일

반적으로 수익률의 확률분포는 끝부분이 두터운 확률분포(Fat-tailed

distribution)의모습을보이는데,본연구에서는수익률의끝부분의확

률분포가다음과같은멱법칙(Power-law)을따른다고가정한다.

P(|r| ≥ x)∼ x−α, for r ≥ rmin (4.5)

여기서 α를멱법칙지수부(Power-law exponent)라고하고확률분포꼬

리의두꺼운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활용한다.또한 rmin은Kolmogorov-

Smirnov 적합도(goodness of fit)통계량이다. 멱법칙 지수부(Power-law

exponent) α는 lnx에대한 lnP(|r|> x)의선형회귀분석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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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가별주가지수수익률의기술통계량

국가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α

미국 0.0002 0.0122 13.3692 -0.0893 4.0515

프랑스 0.0000 0.0151 9.1386 0.0597 3.7772

독일 0.0003 0.0144 9.4198 0.0364 4.0771

영국 0.0001 0.0125 11.1014 -0.1367 3.6772

그리스 -0.0006 0.0208 6.6155 -0.0601 4.9073

스페인 0.0000 0.0158 9.0652 0.1309 4.0677

포르투갈 -0.0002 0.0131 9.5204 -0.1330 3.7781

이탈리아 -0.0001 0.0207 7.3969 -0.2192 3.1646

중국 0.0004 0.0169 6.7560 -0.4340 4.2373

일본 0.0000 0.0163 10.7527 -5353 3.7052

한국 0.0002 0.0139 11.1743 -0.5604 4.2051

아르헨티나 0.0008 0.0203 7.4400 -0.5969 3.2313

브라질 0.0002 0.0183 8.9450 -0.0084 3.7329

멕시코 0.0004 0.0136 9.0044 0.1236 3.1849

남아프리카공화국 0.0002 0.0240 13.0383 -0.2935 3.6697

α값이 작을수록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더 두꺼움을 의미하는데 각 지

수들의 분포는 대부분 다소 높은 첨도를 보임과 동시에 낮은 α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의 α값이 3과 4사이에 위치하고 첨도는

6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규분포의 첨도가 3의 값을 가지

는점과대조적이다.이러한결과는글로벌주가지수수익률의분포가

정규분포보다더뾰족하고끝부분이더두꺼움을의미한다.멱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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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확률분포의 첨도는 매우 커지기 때문에 거래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첨도가커지는경향이있다.이번연구에서는 2381거래일

에서얻은데이터를통해 2380개의수익률데이터를사용하였다.

표 2:국가별 CDS스프레드수익률의기술통계량

국가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α

미국 0.0004 0.0457 60.8586 1.6336 2.3732

프랑스 0.0013 0.0942 56.6453 0.4488 2.2272

독일 0.0009 0.0853 46.9594 0.5015 2.3487

영국 0.0004 0.0357 13.5958 0.6381 2.4005

그리스 0.0032 0.0500 14.6521 -0.5966 4.8237

스페인 0.0041 0.0773 23.6150 0.2056 2.4685

포르투갈 0.0032 0.0616 9.7649 -0.5362 4.9833

이탈리아 0.0023 0.0487 12.2326 0.1372 3.5884

중국 0.0007 0.0491 38.2750 0.9361 3.0957

일본 0.0011 0.0549 14.3018 0.0577 4.4385

한국 0.0004 0.0458 43.4051 0.9741 3.0041

아르헨티나 0.0009 0.0450 44.1263 0.9984 2.7446

브라질 0.0000 0.0402 14.5367 0.3012 3.3475

멕시코 0.0002 0.0410 22.8715 1.0448 3.5983

남아프리카공화국 0.0007 0.03720 10.5226 0.4106 3.5442

표 2은 CDS스프레드수익률의기술통계량들을보여준다.주가지

수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CDS스프레드 수익률 역시 낮은 α값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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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를나타내는데수치상으로 α값이더작고더높은첨도를보이는

점에서 주가지수보다 좀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CDS시장

의유동성이적다는특징으로부터반영된결과라고생각된다. CDS시

장의 거래 빈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그리고 외환 등과 같은 다른

금융시장의상품들에비해매우낮기때문이다.

표 2에서는 CDS스프레드수익률의부분적인군집현상도확인할

수있다.미국과유럽(프랑스,독일,영국,그리고스페인)의 CDS스프

레드는 2.5보다작은지수부 α값을보이는반면에,아시아(중국,일본,

그리고대한민국),남아메리카(아르헨티나,브라질,그리고멕시코),그

리고남아프리카는 2.5보다높은 α값을보인다.또한최근의유럽발금

융위기의영향을많이받은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고그리스와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α값을 보인다. 수익률 확률분포의 끝부분

이두꺼울수록더낮은 α값을나타내기때문에미국과유럽의몇몇국

가들과같은선진국들의 CDS스프레드수익률의분포는다른지역의

CDS스프레드수익률보다더두꺼운꼬리를가지고있음을의미한다.

이는확률분포의꼬리가두꺼울수록더높은첨도값을보이기때문에,

더낮은 α값을가지는국가들의 CDS스프레드수익률이더높은첨도

값을나타내고있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림 11과그림 12은각각국가별주가지수와 CDS스프레드수익

률 x에대한 P(|r| ≥ x)의값을 log-log스케일로나타냈다.그림에나타난

실선의기울기가 α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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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b) 유럽 (프랑스,독일,영국)

(c) 유럽 (d) 아시아 (중국,일본,대한민국)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

(e) 남미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f)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림 11: Log-Log scale국가별주가지수의 P(|r|> x)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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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b) 유럽 (프랑스,독일,영국)

(c) 유럽 (d) 아시아 (중국,일본,대한민국)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

(e) 남미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f)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림 12: Log-Log scale국가별 CDS스프레드의 P(|r|> x)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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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규분포의시뮬레이션결과

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은 금융시계열 시뮬

레이션할때,가장쉽게사용되는모형이다.표 3와표 4는기하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사용하여 주가지수와 CDS스프레

드를각각시뮬레이션하여구한기술통계량을보여준다.더불어,실제

데이터와 기간이 같도록 같은 개수의 샘플을 시뮬레이션하여 멱법칙

지수부 α값도산출하였다.그러나표3와표 4에나타난 α값들인 7.0200

과 7.5513은표 1와표 2에나타난실제국가별주가지수와 CDS스프레

드의 α값들이 각각 2와 5사이의 값과 3과 5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은 금융시계열 수익률의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두꺼

운현상을잘표현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 사실은 첨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하브라운운동(Geo-

metric Brownian motion)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은 첨도 값이 이론적으

로 3이다. 실제로 표 3와 표 4에 나타난 첨도의 값이 3에 매우 가깝다.

한편 표 1의 국가별 주가지수의 경우, 6에서 14사이의 값을 갖고 표 2

의국가별 CDS스프레드의경우, 9에서 61사이의값을갖는다.첨도는

확률분포가 뾰족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확률분포의 끝부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뾰족한형태를띄게되어높은첨도값을가지게된다.즉,

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은

금융시계열 수익률의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두꺼운 현상을 잘 표현하

는데한계점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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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기하브라운운동으로시뮬레이션한미국주가지수의기술통계량

µ σ 첨도 왜도 α α(중앙값)

0.0002 0.0040
2.9976 0.0012 7.0200

8.1302
(0.0953) (0.0497) (2.4448)

표 4:기하브라운운동으로시뮬레이션한미국 CDS스프레드의기술통

계량

µ σ 첨도 왜도 α α(중앙값)

0.0003 0.0180
2.9850 -0.0072 7.5513

8.0611
(0.0902) (0.0477) (2.7664)

4.1항에서는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활용하여

금융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론을 제인했다. 그림 13는 기하브

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활용한시뮬레이션결과와비

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활용하여시뮬레이션한결과

를 비교했다. 그림 13에는 미국의 CDS스프레드와 그 수익률을 샘플

로 나타낸다. 그림 13(a)의 미국의 CDS스프레드 수익률을 보면 2007

년에서 2008년까지영향을주었던글로벌금융위기기간인 t=500근처

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그림 13(e)의 비선형 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으로시뮬레이션한CDS스프레드수익률을보면중간중간

급격한 CDS스프레드의 변동이 있다는 점에서 (a)의 실제 CDS스프레

드수익률의형태와닮아있다.또한간간이일어나는변동성군집형상

(Volatility clustering)도 (a)와 (e)의공통점이다.반면에 (c)의기하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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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DS스프레드수익률(미국) (b) CDS스프레드 (미국)

(c) CDS스프레드수익률 (d) CDS스프레드

(기하브라운운동시뮬레이션) (기하브라운운동시뮬레이션)

(e) CDS스프레드수익률 (f) CDS스프레드

(이징모형시뮬레이션) (이징모형시뮬레이션)

그림 13:실제 CDS스프레드수익률과시뮬레이션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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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으로시뮬레이션한 CDS스프레드수

익률은 거의 일정한 수익률을 보여주어 (a)의 실제 CDS스프레드 수

익률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비선형 이징모형

(Non-linear Ising model)을활용한시뮬레이션이성공적으로 CDS시장

의정형화된사실들(The stylized facts)을반영하고있음을의미한다.

4.2.3 비선형이징모형의시뮬레이션결과

표 5는 다양한 β값과 q값의 조합에서의 비선형 이징 모형(Non-

linear Ising model)으로 시뮬레이션한 금융시계열의 기술통계량을 나

타낸다.앞서설명했듯이,확률분포가멱법칙분포(Power-law distribu-

tion)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α값이 작을수록 확률분포의 끝 부분의 두

께는더두꺼워지게된다. β값을고정시켰을때, q값이증가함에따라

α값은 감소했다. 즉, q값이 증가함에 따라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두꺼

워지면서극단적인사건(Extreme event)들이많이발생한다는것을의

미한다.반면에 q값을고정시켰을때는 β값이증가함에따라 α값은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첨도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성질을 나타낸다. β

값이고정되었을때,첨도와 q값사이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고, q값

이고정되었을때는첨도와 β값사이에는음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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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다양한 β값과 q값의조합에서의비선형이징모형으로시뮬레이

션한금융시계열의기술통계량

( β = 0.01,0.5,1,1.5,2, q = 0.5,1,1.5,2,2.5 )

β q 첨도 왜도 α α(중앙값)

0.01

0.5
4.8437 0.0066 5.1868

4.90500.3772 0.1178 1.3983

1
9.2182 0.0106 4.1577

3.9614(1.9517) (0.2976) (1.0515)

1.5
18.0976 -0.0017 3.4919

3.3045(6.2441) (0.6365) (0.8971)

2
34.3496 -0.0099 2.9981

2.8755(17.4448) (1.2848) (0.5983)

2.5
66.6283 0.0796 2.7364

2.6232(58.4875) (2.8145) (0.5323)

0.5

0.5
4.9632 0.0113 5.0761

4.9099(0.3757) (0.1205) (1.2084)

1
9.9768 0.0042 4.0232

3.8194(1.8744) (0.3008) (1.0288)

1.5
21.3582 -0.0506 3.4237

3.3141(9.5739) (0.8287) (0.7771)

2
43.2509 0.1258 2.9098

2.8188(29.7094) (1.8402) (0.5791)

2.5
90.8261 0.1067 2.6635

2.5655(69.3710) (3.6968) (0.5173)

1

0.5
5.3805 -0.0021 4.9605

4.7277(0.5196) (0.1325) (1.1728)

1
12.3862 -0.0102 3.7747

3.6453(3.1534) (0.4261) (0.8431)

1.5
32.0486 0.0786 3.1113

3.0017(16.8018) (1.3223) (0.6580)

2
77.2760 -0.3288 2.6524

2.5507(61.1083) (3.0477) (0.5102)

2.5
166.1473 -0.3745 2.4384

2.3474(173.0638) (6.5328) (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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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계속

β q 첨도 왜도 α α(중앙값)

1.5

0.5
5.8638 0.0016 4.9483

4.7124(0.6611) (0.1461) (1.1407)

1
15.0747 -0.0020 3.5304

3.3940(5.8419) (0.5863) (0.8070)

1.5
45.0331 -0.1334 2.8963

2.8370(35.6734) (1.9382) (0.5798)

2
111.7165 -0.5143 2.4679

2.4195(92.8744) (4.4078) (0.4935)

2.5
225.1650 0.3397 2.2161

2.1642(206.8244) (8.4123) (0.3554)

2

0.5
5.9421 -0.0040 5.0043

4.7897(0.6381) (0.1580) (1.3132)

1
15.2592 0.0036 3.4682

3.3215(5.7651) (0.5711) (0.7317)

1.5
48.4085 -0.1205 2.8275

2.7722(49.5815) (2.2582) (0.5276)

2
139.6924 0.0052 2.4620

2.4544(142.1260) (5.6806) (0.4708)

2.5
254.2916 -0.0609 2.1914

2.1555(263.2067) (9.4321) (0.3411)

4.2.4 금융시계열과의유사도검증

표 5에 나타낸 다양한 β값과 q값의 조합에서의 비선형 이징 모

형(Non-linear Ising model)으로 시뮬레이션 한 금융시계열이 실제 금

융시계열과통계적으로유사한지조사해보고자한다.우선가격민감

도(Price sensitivity)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이징 모형(Ising model)을

사용하여 금융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한 경우, 실제 금융시계열과 유사

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에 비선형 이징 모형(Non-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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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ng model)을 사용하여 금융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살펴

본다.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을사용한결과는표 5에서 q = 1인

경우에해당한다.

그림 14에는 각 국가별 주가지수의 α값과 유사한 금융시계열을

생성시키기 위해 적절한 β값을 사용하여 그 α값들을 상자그림(Box-

plot)으로나타낸결과이다.국가별 α값에따라 β값과 q값이결정되면

500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고 주가지수의 확률분포에서 끝부분이

두꺼운 현상을 잘 포착하는지 조사했다. 그림 14에서 국가별 실제 주

가지수의 수익률 확률분포의 끝부분의 두께를 나타내는 α값을 별 모

양으로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Gre)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α값들이 상자그림(Boxplot)의 25%와 75%사이에 위치하

여 대부분 국가의 금융시계열들과 유사한 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음을알수있다.

그림 15은국가별 CDS스프레드의 α값들과이들과유사한금융시

계열을 시뮬레이션하여 생성한 시계열의 α값들을 상자그림(Boxplot)

으로나타낸결과이다.국가별주가지수와는다르게국가별 CDS스프

레드의 경우에는 수익률 확률분포의 꼬리부분이 조금더 두꺼워서 더

낮은 α값들을보이는데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으로는 6개국가

에서만상자그림(Boxplot)의 25%와 75%사이에 α값이위치한것을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징 모형(Ising model)으로는 국가별 CDS스

프레드와 유사한 금융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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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기존이징모형으로시뮬레이션한시계열 α값들의상자그림

-국가별주가지수

그림 15:기존이징모형으로시뮬레이션한시계열 α값들의상자그림

-국가별 CDS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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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는 각 국가별 주가지수의 α값과 유사한 금융시계열을

생성시키기 위해 적절한 β값과 q값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그 α

값들을상자그림(Boxplot)으로나타낸결과이다.그림에서알수있듯

이,실제모든국가별주가지수의멱법칙지수부 α값이비선형이징모

형(Non-linear Ising model)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α값들의 상위 25%

와 75%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실제 주가지수

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끝부분이 두껍다는 점이 정형화된 사실

(The stylized fact)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두꺼운 정도는 금융

시계열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림 16에서도 별 모양으로 표시한 점이

모두다른높이에위치함이이를보여주고있는데,그위치가모두다

름에도불구하고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금융시계열이이를모두잘반영할수있음을의미한다.

또한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으로는유사한시계열을시뮬레이

션하기어려웠던그리스(Gre)의주가지수의경우도비선형이징모형

(Non-linear Ising model)으로는유사한시계열을생성하고있음을알수

있다.

국가별 주가지수 확률분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한 결

과와마찬가지로국가별 CDS스프레드에서도시뮬레이션으로생성한

금융시계열이 CDS스프레드 수익률 확률분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가별 CDS스프레드 수익

률 확률분포의 멱법칙 지수부 α값은 국가별 주가지수의 경우보다 더

편차가크고평균적으로값이작다.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극단

적인사건(Extreme event)가발생할확률이정규분포보다높다는의미

인데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으로는 9개국가의 CDS스프레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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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비선형이징모형으로시뮬레이션한시계열 α값들의상자그

림 -국가별주가지수

그림 17:비선형이징모형으로시뮬레이션한시계열 α값들의상자그

림 -국가별 CDS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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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금융시계열을 생성하지 못했다. 반면, 비선형 이징 모형(Non-

linear Ising model)을사용한시뮬레이션의경우, β값과 q값을적절하게

선택해주면모든국가에서기존의이징모형(Ising model)으로는포착

할 수 없는 CDS스프레드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금융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

선 수익률 확률분포의 끝부분 두께를 나타내는 멱법칙 지수부 α값을

구하고 특정 α값과 유사한 금융시계열을 생성시키도록 β값과 q값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 18에는 매개변수 β값과 q값에 따른 멱법칙 지수

부 α의값을 3차원그래프로나타냈다.

그림 18:매개변수 β와 q값에따른멱법칙지수부 α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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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선형이징모형을사용한금융시계열생

성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계열 수익률 확률분포의 끝부분이 두꺼운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선형 이징 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

사용한시뮬레이션방법을제시하였다.금융상품의자산가격수익률

은드물지만극단적인사건(Extreme event)가발생할경우,투자자들에

게큰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수익률확률분포의끝부분이신중하

게계산되어위험관리에사용되어야한다.수익률확률분포끝부분은

멱법칙분포(Power-law distribution)을따른다는가정하에멱법칙지수

부 α의값으로측절할수있다.이수치는금융상품별그리고금융시

계열별로다르게나타난다.그러므로샘플에해당하는금융시계열의

멱법칙지수부 α의값과유사하도록금융시계열이시뮬레이션되어야

한다.

금융시계열 수익률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멱법칙 분포

(Power-law distribution)과유사한이유는금융시장의투자자들이다른

투자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군집행동(Herding behavior)를 보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위험관리에 사용되는 금

융시계열을시뮬레이션하기위해,한투자자의포지션이다른투자자

들의 포지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금융상품의 자산가격의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을사용하여시뮬레

이션에 활용하였다. 식 (4.2)에 사용된 매개변수 β값은 금융시장 네트

워크에서시장참여자들간의연결강도를나타내고 q값은시뮬레이션

하는동안의시장참여자들의군집행동(Herding behavior)에대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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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Price sensitivity)를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실제 금융시장 시계열들

의 멱법칙 지수부 α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15개

국가의실제주가지수와CDS스프레드데이터를사용하여확률모형을

만들때가장널리사용되는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

tion)을사용한시뮬레이션과결과를비교하였다.기하브라운운동(Ge-

ometric Brownian motion)으로 시뮬레이션한 시계열의 멱법칙 지수부

α의평균값은주가지수와 CDS스프레드의경우각각 7.0200과 7.5513

의값을가졌다(표 3과표 4참고).실제국가별주가지수와 CDS스프레

드의멱법칙지수부 α값은각각 3과 5,그리고 2와 6사이의값을가졌

다.즉,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으로시뮬레이션한

금융시계열의 멱법칙 지수부의 값이 실제 금융시계열의 값보다 다소

높음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한시뮬레이션은적절한매개변수 β와 q의값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금융시계열과 유사한 멱법칙 지수부 값을 표현할

수 있었다. 실제 금융시계열의 경우, 같은 금융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멱법칙 지수부의 값을 가졌지만 매개변수 β와 q의 값을 적절히 설정

해줌으로써실제값과유사한시계열을시뮬레이션할수있다.또한

기존의 이징 모형(Ising model)으로는 국가별 CDS스프레드와 유사한

금융시계열을생성하기어려웠지만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의경우는국가별 CDS스프레드의특성을반영한금융시계열을

생성할수있어서다양한금융상품의자산가격시계열을시뮬레이션

할수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국가별 주가지수와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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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와 유사한 시계열을 생성하도록 활용되었 듯이 수익률 확률

분포끝부분이두꺼운현상(Fat-tail phenomenon)이나타나는모든금융

상품에적용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또한,금융시장시장참여자

들의행태를모형화하여반영하였기때문에투자심리분석이나경제상

황을설명하는데활용될수있다.더불어,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에국면전환현상(Regime switching phenomenon)을반영할

수있다면더현실성있는모형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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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로그주기함수를활용한한국

주식시장의위기예측

5.1 금융위기예측시뮬레이션방법론

금융위기 예측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JLS(Johansen-Ledoit-Sornette)모델을 사용하여 자산가격에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를 근사시키는 과정이다. 이징모

형(Ising model)에기반한이모델은한번근사시킬때마다금융위기의

예측값과더불어여러매개변수들의수치가나온다.두번째는앞에서

구한예측값을실제금융위기시점들과비교하여예측이잘들어맞고

잘들어맞지않는매개변수수치들의패턴을학습한다.이 2가지과정

을거치고나면모델의학습이완료되고새로운자산가격의시계열에

로그주기함수를 근사시켰을 때 생성되는 매개변수 수치들의 패턴으

로금융위기를예측하게된다.

5.1.1 JLS(Johansen-Ledoit-Sornette)모형

JLS 모델은 자산가격의 변화에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

tion)를근사시킴으로서금융위기를예측하기위해개발되었다(Johansen

et al., 2000; Yan et al., 2012).이모델은자산가격이다음식과같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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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게일(Martingale)을만족한다고가정한다.

E[p(t + s)|Ft ] = p(t), s > 0 (5.1)

여기서, p(t)는 시점 t에서의 자산가격을 의미하고 Ft는 p(t)에 의해

생성된 Filtration이다. 이 모형에서 자산가격에 대응하는 확률미분방

정식은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dp = µ(t)p(t)dt +σ(t)p(t)dW −κp(t)dJ. (5.2)

이식에서 µ(t)와 σ(t)는각각트렌드와변동성을나타내고 dW는위너

과정(Wiener process)의 증가량을 의미한다. 또한 dJ는 시장붕괴(Mar-

ket crash)에 대한 불연속 점프 과정(Discontinuous jump process)로 시

장붕괴(Market crash)가 발생하기 전에는 J = 0의 값을 가지고 시장붕

괴(Market crash)가발생한이후에는 J = 1의값을가진다.마지막으로

κ ∈ (0,1)은시장붕괴로인해자산가격이하락하는비율을의미한다.

식 (5.1)과 위너과정(Wiener process)의 마팅게일 성질(Martingale

property)에 의해 E[dp|Ft ] = µ(t)p(t)dt − κp(t)E[dJ|Ft ] =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E[dJ|Ft ]라는항은시장붕괴가발생할기댓값이므로시장붕

괴의발생확률인위험비율(The hazard rate), h(t)로나타내면 E[dJ|Ft ] =

1h(t)dt +0(1−h(t)dt)가된다.따라서, µ(t) = κh(t)가성립한다.

시장붕괴(Market crash)가발생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식 (5.2)의

양변을 p(t)로 나누고 적분한 후 기댓값을 취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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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 [ln(p(t))] = constant+κ

∫
h(t)dt (5.3)

JLS모형(The JLS model)은비합리적투자자(Noise trader)가시장을불

안정한상태(Unstable state)로만드는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을하

고이러한비합리적투자자들(Noise traders)의효과들이합쳐져다음과

같은금융위험비율(The crash hazard rate)이발생한다고설명한다.

h(t)≈ B0(τ
c − t)−α +B1(τ

c − t)−α cos[ω ln(τc − t)+ψ
′] (5.4)

여기서 τc는 위험시간(Critidal time)이고 0 < α < 1을 만족한다. α는

지수 매개변수(Exponential parameter)로 불리고 ω는 JLS모형(The JLS

model)에서 주기 매개변수(Frequency parameter)의 역할을 한다. 위험

시점(Critical point)은 수학적으로 평범하게 변화하던 양의 급작스럽

게 폭발로 정의되고 복잡계는 이 시점을 이러한 시점을 지날 수 있

다(Johansen et al., 2000).경제학적측면에서이위험시점 τc는경제학적

거품의끝으로여겨진다.식 (5.4)를식 (5.3)에대입하면다음과같은식

을얻는다.

E [ln[p(t)]] ≈ ln[p(τc)]− κB0
β
(τc − t)β

− κB1√
β2+ω2

(τc − t)β cos[ω ln(τc − t)+φ]
(5.5)

이식에서 β = 1−α > 0이고, φ는상수인위상매개변수(Phase param-

eter)이다. 또한 β는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하고 ω는 진동 주기를 의미

한다.

이제 JLS모형(The JLS model)의 선형 매개변수인 A, B, 그리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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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A = ln p(τc), B = −(κB0)/β, 그리고 C = −(κB1)/
√

β2 +ω2로 설정

하면 식 (5.5)는 ln p(t) ≈ A+B f (t)+Cg(t)가 된다. 여기서 함수 f와 g

는 f (t) = (τc − t)β와 g(t) = (τc − t)β cos[ln(τc − t)+φ]로설정했다. A는

절편 값, B는 진동의 편향된 정도, 그리고 C는 진폭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식에서 A, B,그리고C를예측할수있다.

N∑
i=1

[
ln[p(ti)]

ln[p(ti)] f (ti)
ln[p(ti)]g(ti)

]
=

N∑
i=1

 1 f (ti) g(ti)
f (ti) f (ti)2 f (ti)g(ti)
g(ti) f (ti)g(ti) g(ti)2

 ·[ A
B
C

]
(5.6)

값을모르는매개변수, θθθ = (τc,φ,ω,β)는다음잔차제곱합을최소화

하는최적화문제를풀어서예측할수있다.

min
θθθ

N∑
i=1

(yθθθ(ti)− y(ti))2 (5.7)

식 (5.7)에서 yθθθ(ti) = A+B f (ti)+Cg(ti)이고 y(ti) = ln[p(ti)]이다.위최

적화문제를풀고 θθθ의값을찾기위해본연구에서는 Golberg (1989)의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사용했다.

5.1.2 패턴식별과경고지수

패턴 식별(Pattern identification)과 경고 지수(Alarm index)에 관한

자세한방법론에대해설명하기전에관련용어들을간단히정리해보

면다음과같다.

시장 붕괴(Market crash) 시장 붕괴는 시장 지수가 ±300일 내에서

가장높은날짜이다.

80



학습집합(Learning set) 학습집합은끝나는시점과임계시점(Crit-

ical time)이모두 Q이전에위치한창(Window)들의집합이다.여기서

Q는 학습 집합(Learning set)과 예측 집합(Prediction set)을 구분하는

기준이되는날짜로본연구에서는 2002-01-02로설정했다.

클래스(Classes) 집합에속해있는적합기간은그기간에로그주기
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적합했을 때 산출되는 임계시점(Criti-

cal time)과실제시장붕괴(Market crash)시점이가까운정도로두개

의 클래스로 구분한다. 두 시점의 차이가 D일 이내인 경우는 ClassI

로분류하고나머지경우는 ClassII로분류한다.

그룹(Groups) 적합기간은그기간의길이를기준으로 10개의그룹

으로분류한다.기간의길이는 100일에서 5000일까지다양하게존재

한다.

정보매개변수(Informative parameter) 정보매개변수는여러매개
변수들가운데예측이잘들어맞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

되는매개변수이다.

조사표(Questionnaire) 조사표는 각 정보 매개변수마다 예측이 잘
들어맞는지 여부를 값으로 나열한 것으로 -1, 0, 그리고 1의 값으로

구성된다.

특성(Traits) 특성은 시장 붕괴(Market crash) 예측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포함하고조사표로부터생성된다.

특징(Features) 클래스(Class)의특징은클래스(Class)의특정정보를

나타내는특성(Trait)들의집합이다.

경고지수(Alarm index) 경고지수(Alarm index)는특정날짜에실제

로 시장 붕괴(Market crash)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특징(Fea-

ture)에포함된특성(Trait)들의개수를기준으로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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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패턴식별방법론의흐름도(Flow diagram)

패턴 식별 방법론(Pattern identification methodology)의 이해를 도

울 수 있는 간략한 흐름도(Flow diagram)를 그림 19에 나타냈다. 흐름

도에서의각영역에대한자세한설명은각용어에대한구체적정의와

함께제시했고그림 20그림 21에시각화하여나타냈다.

패턴 식별 방법(Pattern identification method)에 기반하여 경고 지

수를산출하기위하여,우선시장붕괴(Market crash)일자를정의할필

요가 있다. 만약 일자 d가 d − 300에서 d + 300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지수인경우, d를시장붕괴(Market crash)일자로정의한다.즉,다음과

같이표현할수있다.

Crash = {d : d = argmax
t∈Td

p(t)} (5.8)

위 식에서, Td = {t : d − 300 ≤ t ≤ d + 300}이고 p(t)는 일자 t에서의

종가이다.이시장붕괴(Market crash)의정의에의하면 1980-01-01에서

2012-12-28사이에한국에발생한시장붕괴(Market crash)일자는 1981-

07-07, 1989-04-01, 1994-11-08, 2000-01-04, 2002-04-18, 2007-10-3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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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11-05-02이었다.이후 5.2절에서한국에발생한금융위기를국

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로구분한다.

적합기간(Fitting period)은로그주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와

함께 패턴 식별(Pattern identifica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주가지수인 KOSPI에서전체기간을여러개의시점들을정하고이들

중 임의로 2개 시점을 선정해 앞에 위치한 시점을 시작 시점, 그리고

뒤에위치한시점을끝나는시점으로정하여적합기간(Fitting period)

을설정한다.이여러시점들은 25일간격으로정하고가장첫시점을

1980-03-03으로설정했다.단,적합기간(Fitting period)는그길이가 100

일에서 5000일사이인기간만선택하여사용하였다.이렇게선택된모

든 적합 기간(Fitting period)들의 집합을 적합 기간들의 전체집합 Ω로

정의하자. 앞으로 이 기간들을 [τs
k,τ

e
k]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τs

k와 τe
k는

각각적합기간(Fitting period)의시작시점과끝나는시점을의미한다.

그러면적합기간(Fitting period)의길이는 ∆τ = τe
k −τs

k가되고 k는적합

기간(Fitting period)들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의 순서를 나타내는 지

수이다. 또한, 1개의 적합 기간(Fitting period)마다 5.1.2항에서 언급된

1개의임계시점(Critical time) τc
k가산출된다.

경고지수(Alarm index)가금융위기를제대로예측하고있는지성

능을확인하기위해과거와미래를구분하는시점 Q가필요했고본연

구에서는 2002-01-02로설정했다.시점Q를기준으로과거에해당하는

정보만을사용하여과거금융위기를학습시켰다.그리고과거금융위

기를 잘 학습했는지 점검하고 미래의 금융위기 시점을 예측하여 미

래에 해당하는 실제 금융위기 시점과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습 과정 동안 적합 기간(Fit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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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나는 시점과 임계 시점(Critical time)이 모두 시점 Q이전에 위치

한적합기간(Fitting period)들의집합을학습집합ΩL이라고정의했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ΩL = {k ∈ Ω : τ
c
k ≤ τ

e
k < Q} (5.9)

이렇게 정의된 학습 집합 ΩL에 속한 적합 기간(Fitting period)에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적합 시킴으로써 얻어진 매개변수

값들과패턴식별방법을통해미래시점에해당하는금융위기를예측

하게된다.

앞서 정의한 학습 집합(Learning set) ΩL에 속한 적합 기간(Fitting

period)들을예측성과를기준으로 2개의클래스(Class)로구분한다.여

기서예측성과는적합한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의임계

시점(Critical time)과 실제 금융위기 시점이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한

다.수식을사용하여구체적으로표현하면식 (5.10)과같이임계시점

(Critical time)과 실제 금융위기 시점의 차이가 D일 이내이면 ClassI으

로분류하고D일을초과하면ClassII로분류하게된다.만약D값이너무

크게되면모형의성능이저하되므로본연구에서는 D = 10으로설정

하였다.

ClassI = {k : |τc
k −d| ≤ D, k ∈ ΩL, d ∈ Crash}

ClassII = {k : |τc
k −d|> D, k ∈ ΩL, d ∈ Crash}

(5.10)

위와같이정의되면 ClassI와 ClassII는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

인집합이된다.적합기간(Fitting period)는그길이를기준으로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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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적합 기간(Fitting period)의 길이

가매우중요하게다루어지므로추가적인매개변수로활용하게된다.

이길이는 100일에서 5000일까지 25일간격으로변화한다.총 10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적합 기간(Fitting period)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게된다.

Groupi = {k : ∆τk ∈ ( 500(i−1),500i ], k ∈ ΩL} (5.11)

위식에서 ∆τk = τe
k − τs

k는 k번째적합기간(Fitting period)의길이를의

미한다. JLS모형에서 β, ω, φ, A, B, 그리고 C가 매개변수로 사용된다.

β, ω, 그리고 φ는 식 (5.6)에서 얻을 수 있고 A, B, 그리고 C는 식 (5.5)

에서구할수있다. φ는상수인위상, β는수렴하는속도를결정하고 ω

는진동주기를의미한다.또한 A는절편값, B는진동의편향된정도,

그리고 C는진폭을의미한다.한번적합을할때마다위의 6개매개변

수가발생하게된다.앞서언급했듯이,본연구에서는적합기간(Fitting

period)의길이가추가적인변수로활용되고다음과같이정의된다.

Ik = ∆τk = τ
s
k − τ

e
k (5.12)

위식과같이 I라는매개변수를추가함으로써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

금융위기를예측하는정확도가향상될수있다.

패턴식별(Pattern identification)방법은 140개의군집(=7개매개변

수×2개 클래스×10개 그룹)을 사용하고 각 군집에서의 매개변수 값

의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구하기위해 Adaptive

kernel method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제 각 그룹과 매개변수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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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과ClassII의확률밀도함수를구할수있고이둘을비교하였다.만

약 2개의확률밀도함수가서로통계학적으로다르면확률밀도함수를

만든매개변수를예측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주요정보를제

공한다고 표현하여 정보 매개변수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통계학적으

로다르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 Kolmogorov-Smirnov방법(Chakravarti

and Laha, 1967)을 사용하여 2클래스의 누적분포함수가 5%의 유의도

로다른지확인하였다.정보매개변수는여러개가존재할수있기때

문에유일하게표현되도록다음과같은지수를설정하였다.

IPl = 7× (i−1)+ j (5.13)

이제 각 그룹과 매개변수들마다 i ∈ {1,2, ,10}와 j ∈ {1,2, ,7}로 유일

하게정보매개변수들을표현할수있고전체정보매개변수의개수를

L이라하면 l ∈ {1,2, ,L}이된다.이제 l번째매개변수의 ClassI과 ClassII

의확률밀도함수를비교하기위해 l번째매개변수의ClassI에해당하는

값들의확률밀도함수가 ClassII에해당하는값들의확률밀도함수보다

높은 영역을 Rg(I,l)이라고 정의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l번째 매개변

수의 ClassII에해당하는값들의확률밀도함수가 ClassI에해당하는값

들의확률밀도함수보다높은영역을 Rg(II,l)이라고정의할수있다.따

라서만약 l번째매개변수의값이 Rg(I,l) (Rg(II,l))에위치할경우, ClassI

(ClassII)에 해당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그룹(Group)과 클래

스(Class)를분류하고정보매개변수(Informative parameter)를결정하는

과정을이해를돕기위해시각화하여그림 20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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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그룹과클래스를분류하고정보매개변수를결정하는과정

패턴식별(Pattern identification)에사용되는조사표는정보매개변

수(Informative parameter)를각각조사하여산출된다.각정보매개변수

(Informative parameter)마다 실제로 시장 붕괴(Market crash)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그리고 1가운데한가지값을가지고식 (5.13)에해당하는정보매

개변수(Informative parameter)의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렇게 조사표를

사용하면 미래 시장 붕괴(Market crash)를 예측할 때의 매개변수들이

차지하는값의영역을학습하는효과가있다.본연구에서는패턴식별

(Pattern identification)에사용하는조사표를얻기위해 (Yan et al., 2012)

에서사용되는알고리즘을차용하였다. ΩT라는임의의테스트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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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보자.이테스트집합ΩT는학습집합(Learning set)이될수도있

고예측집합(Prediction set)이될수도있다.그렇다면조사표를만드는

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1. 테스트 집합 ΩT에 속한 적합 기간(Fitting period)에 해당하는 임

계시점(Critical time)의최대값과최소값을찾아각각 τc
Max와 τc

Min

라한다.

2. τscan를 τc
Min에서 τc

Max까지하루하루이동하면서 τscan근처에임계

시점(Critical time) τc
k가위치한 k들의집합인 Sτscan을찾는다. (τscan

는일자별로이동하는변수이다.)

Sτscan = {k : |τc
k − τscan| ≤ D, k ∈ ΩT}, D = 10 (5.14)

3. Sτscan에속해있는모든적합기간(Fitting period)들을길이를기준

으로그룹(Group)별로분류한다.

4. Sτscan에속해있는모든적합기간(Fitting period)들에로그주기함

수(Log-periodic function)을적합시켜매개변수들의값들을산출

한다.

5. Sτscan에속해있는적합기간(Fitting period)에서산출된 IPl에해당

하는 정보 매개변수(Informative parameter) 중 Rg(I,l)에 해당하는

개수를 m개,그리고 Rg(II,l)에해당하는개수를 n개라할때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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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따라 aIPl에 -1, 0,또는 1을할당한다.

m > n ⇒ aIPl = 1

m = n ⇒ aIPl = 0

m < n ⇒ aIPl =−1

(5.15)

6. τscan마다 aIPl (l = 1,2, ,L)을 나열하여 조사표 Aτscan를 작성한다.

(Aτscan의길이는유의한매개변수의길이인 L과같다.)

Aτscan = aIP1aIP2 · · ·aIPL , aIPl ∈ {−1,0,1} (5.16)

특성(Trait)은앞서작성된조사표(Questionnaire)를작고여러조각으로

쪼개어만들어지고이는각매개변수들의조합으로금융위기예측하

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성질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표(Ques-

tionnaire)로부터 특성(Trait)들을 산출하는 과정은 (Yan et al., 2012)에

나온 방법을 참고하였다. 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는 분해되어 4에

서 6개의 정수 수열인 특성(Trait)이 되는데 이 특성(Trait)은 2종류의

수열 p,q,r과 (P,Q,R)로구성된다.첫번째 p,q,r은 p,q,r ∈ {1,2, · · · ,L}

과 1 ≤ p ≤ q ≤ r ≤ L을만족하고조사표 Aτscan에서의위치를나타내는

정수이다.두번째 (P,Q,R)은다음조건식과같이조사표 Aτscan에서첫

번째의 p,q,r위치에해당하는값을나타낸다.

p = q = r ⇒ (P,Q,R) = aIPp

p ̸= q = r ⇒ (P,Q,R) = aIPp ,aIPq

p ̸= q ̸= r ⇒ (P,Q,R) = aIPpaIPqaIPr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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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Trait)의 3가지조건 p,q,r ∈ {1,2, · · · ,L}, 1 ≤ p ≤ q ≤ r ≤ L,그리

고 aIPl ∈ {−1,0,1}을모두만족하려면특성(Trait)의모든종류의수는

3k
(L

k

)
이 된다. 여기서 k = 1+ 1{p<q} + 1{q<r} 이고 1{x}는 x가 참인 경

우는 1의 값을 갖고 거짓인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만약 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의 길이가 L이라면, 만

들어질 수 있는 특성(Trait)의 최대 개수는 3L + 32
(L

2

)
+ 33

(L
3

)
개 이고

전체특성들을각각 e1,e2, · · · ,en(n = 3L+32
(L

2

)
+33

(L
3

)
)으로표기한다.

Aτscan의값이정해져있다면만들어질수있는특성(Trait)의개수는 L+(L
2

)
+
(L

3

)
개가된다.이제이러한특성들을사용하여학습집합(Learning

set)에서의예측이잘들어맞고잘들어맞지않는각각의특징(Feature)

를정의할수있다.

그림 21:조사표에서개수벡터 TI과 TII를산출하는예시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지수에 적합시켜 얻은 예

측값이실제로금융위기와가까울지를테스트하기위해서는학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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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Learning set)에서예측을잘했던특성(Trait)들을많이포함하고예

측이잘들어맞지않았던특성(Trait)들을적게포함해야할것이다.

이렇게학습집합(Learning set)에서예측이잘들어맞는특성(Trait),

그리고잘들어맞지않는특성(Trait)의개수를세는개수벡터를각각

TI과 TII라정의했다.그런데조사표 Aτscan의길이가 L이라면,만들어질

수있는특성(Trait)의최대개수는 3L+32
(L

2

)
+33

(L
3

)
개로제한되어있

으므로길이가개수벡터의길이를 3L+32
(L

2

)
+33

(L
3

)
으로잡으면어떤

종류의특성(Trait)이생성되더라도그에대응하는성분이해당벡터가

발생했던개수를의미하도록할수있다.이렇게조사표(Questionnaire)

에서개수벡터 TI과 TII를산출하는예를그림 21에나타냈다.

이동변수인 τscan이 τc
Min에서 τc

Max까지하루하루이동하면각일자

별로 1개의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이생성되고 Aτscan마다여러개의

특성(Trait)들이만들어진다.이러한모든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마

다 그림 21에서의 과정을 적용하여 실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특성

(Trait)들을 학습하게 된다. 그림 21에서 ei는 모든 특성(Trait)들을 나

열했을때, i번째특성을의미하고예측이잘이루어졌는지에대한기

준은 식 (5.10)의 클래스에 대한 분류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했다. 즉,

|τscan − d|가 D일 이내이면 예측이 잘 들어맞았다고 설정했고 D일을

초과하면예측이잘들어맞지않았다고했다.

특징(Feature)을정의하기위해 TI과 TII에관한역치(Threshold)값

들을각각 α와 β라하면특징(Feature)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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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식을만족할경우,특성ei ∈ FeatureI이다.

TI(i)≥ α, TII ≤ β (5.18)

여기서 (·)은각개수벡터의성분을의미한다.또한다음식을만족할

경우,특성e j ∈ FeatureII이다.

TI( j)< α, TII > β (5.19)

위와같이특징(Feature)를정의하게되면 α와 β의값을조정하면서곧

자세히 설명할 경고 지수(Alarm index)의 성능을 조율할 수 있다. α를

크게하고 β를작게하면경고지수(Alarm index)의정확도를향상시킬

수 있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 α

를 작게 하고 β를 크게 하면 대부분의 금융위기를 포착할 수 있지만

경고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경보(False alarm)를 발생시켜

정확도가떨어질수있다.이해를돕기위해조사표(Questionnaire)로부

터특성(Trait)들을추출하고특징(Feature)을분석하는예를그림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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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조사표에서특성과특징을생성하는예시

지금까지학습집합(Learning set) ΩL에속해있는적합기간(Fitting

period)들을 기준으로 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를 작성하고 여기서

특성(Trait)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실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과 특

성(Trait)들과의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특징(Fea-

ture) FeatureI과예측이잘들어맞지않는특징(Feature) FeatureII를정리

하였다.특정시점에금융위기가발생할가능성을표현하기위해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

게만들어진조사표(Questionnaire) Aτscan에서여러가지특성(Trait)들이

추출되는데이들중 FeatureI에속해있는특성(Trait)들의개수를 N(τ,I),

마찬가지방법으로 FeatureII에속해있는특성(Trait)들의개수를 N(τ,II)

라하면최종적으로금융위기에대한주의를줄수있는시점 τ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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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Alarm index) AIτ를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AIτ =


Nτ,I

Nτ,I+Nτ,II
( if Nτ,I +Nτ,II ̸= 0 )

0 ( if Nτ,I +Nτ,II = 0 )

(5.20)

만약 경고 지수(Alarm index) AIτ를 산출하는 시점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시점인 Q이전일경우는점검단계(Back testing step)가되고,

Q이후일경우는예측단계(Prediction step)이된다.또한식 (5.20)에의

하면경고지수(Alarm index) AIτ는 0과 1사이의값을가지고금융위기

가발생할가능성을나타낸다.만약예측이잘맞았던특성(Trait)들의

개수 N(τ,I)가예측이틀렸던특성(Trait)들의개수 N(τ,II)보다훨씬크다

면경고지수(Alarm index) AIτ의수치는 1에가까워질것이다.반대로,

N(τ,I)+N(τ,II) = 0이거나 N(τ,I)이 N(τ,II)보다훨씬작다면 AIτ의수치는 0

에가까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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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금융위기예측에사용한데이터

그림 23:한국 KOSPI의변화와주요금융위기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이

다.본연구에서는대한민국의금융시장을대표하는지수로서 KOSPI

지수를사용하였다.데이터는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데이터

스트림(Datastream)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며 1980-01-01부터 2013-12-

31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기간에 식 (5.8)의 정의를 기준으로

금융위기를그림 23에나타냈다.

본연구에서국내금융위기로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사건(Lee-

Changs Bill Fraud, 1981-07-07), 대우 사태(Daewoo Crisis,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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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태(Credit Card Crisis, 2002-04-18), 그리고 삼성위기(Sam-

sung Crisis, 2011-05-02)를사용하였으며글로벌금융위기로는북유럽

금융 위기(Northern Europe Crisis, 1989-04-01), 아시아 외환위기(Asian

Currency Crisis, 1994-11-08),그리고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2007-10-31)를조사하였다.

5.3 금융위기예측의시뮬레이션분석

본 연구는 금융위기를 국내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내 금융위기와

국외에서발생하여한국금융시장에큰영향을미치는글로벌금융위

기로 구분하여 로그 주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키고 그

결과를활용하여경고지수(Alarm index)의성능을향상시키고자했다.

따라서, 각 종류의 금융위기 별로 최적의 적합 길이를 산출했고 이를

패턴식별(Pattern identification)방법에활용하는방법을제안했다.

5.3.1 로그주기함수의적합

조사기간에대한민국금융시장의 KOSPI에발생했던 7번의금융

위기에 로그 주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켰고 그 최적의

결과와 적합 길이(Fitting length)를 표 6에 정리하였다. 이희철-장영자

어음사기로 인한 금융위기는 실제로 1981-07-07에 발생했다. 로그 주

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켜 얻은 결과는 1981-07-17로

+10일의오차가발생했다. 2002-04-18에발생한신용카드사태도예측

날짜는 2002-03-15로 -34일의 오차가 발생했다. 삼성 위기도 +42일의

오차가 발생하여 대부분 예측이 잘 되었다고 여길 수 있었지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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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는 실제 금융위기와 예측 날짜와의 차이가 -161일로 상대적으로

큰오차를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낮은 오차를 보였

다. 1989-05-18에발생할것으로예측한북유럽금융위기는실제로 1989-

04-01에발생하여 +47일의오차가있었다.글로벌금융위기를예측할

때가장크게오차가발생한경우는아시아외환위기였다. -91일의오

차를보였지만전체적합기간(Fitting period)이 3501일인것을감안했

을 때, 비교적 오차가 작았다. 그리고 조사기간의 금융위기들 중에서

파급력이매우컸던 2007-10-31에발생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8

일의 오차밖에 나지 않았고 2007-11-08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24과그림 25은각각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에로

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켜 위기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준다.그림에나타난실선이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

이다.파란점들은로그주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를적합시킨적

합기간(Fitting period)에해당하는KOSPI지수를나타내고초록점들은

적합 기간(Fitting period)의 끝부분부터 금융위기 예측 시점까지의 모

습을보여준다.마지막으로빨간점들은실제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

자산가격이하락하는모습을표시했다.표 6에서설명했듯이,이철희-

장영자어음사기로인해발생한금융위기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는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가잘적합되고예측이정확한

것을확인할수있다.대우사태의경우,예측한위기시점이후자산가

격이일시적으로하락한다.하지만실제금융위기시점까지반등하여

다시 상승하다가 실제 금융위기 발생 시점이 지나면 다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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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시적 반등으로 인해 고점이 2번 생긴 것이 예측 시점과 실

제금융위기발생시점의차이가비교적길었던원인이라고분석할수

있다.

이제적합기간(Fitting period)의길이에대해살펴보면표 6에서도

살펴봤듯이,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에로그주기함수(Log-

periodic function)을적합시켰을때,결과가최적인적합기간(Fitting pe-

riod)의 길이를 조사하였다. 국내 금융위기들의 최적의 적합 기간(Fit-

ting period)의 길이는 150일에서 400일 사이였던 반면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경우는 3,000일에서 3,500일사이의값을가졌다.

이러한특성은 2가지원인으로해석할수있다.첫째,글로벌금융

위기는 국내 금융위기보다 경제지표에 더 커다란 영향을 준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매우 민감

하기때문이다.둘째,거품형성기간때문이다.첫번째원인에서언급

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에 큰 자산 가격 하락과 거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의 경제 거품이 규모가

국내 금융위기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사이클의

전세계적동조화(Coupling)는이미잘알려져있다.따라서,큰규모의

거품이 형성 되려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

게된다.반면에,국내금융위기는주로국가경제의구조적문제이기

때문에짧은기간이라도거품이무너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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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 (b) 대우사태

(c) 신용카드사태 (d) 삼성위기

그림 24:국내금융위기의로그주기함수적합

(a) 북유럽금융위기 (b) 아시아외환위기

(c)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그림 25:글로벌금융위기의로그주기함수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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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금융위기경고지수

5.1.2에서 다룬 방법론으로 얻은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국내 금

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기존의방법론으로경고지수를산출한결과를그림 26

에나타냈다.그림에서알수있듯이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

를고려하지않고경고지수가산출된것을확인할수있다.또한, 26의

(a)는점검(Back testing)단계이고, (b)는예측(Prediction)단계의결과를

보여준다. 점검(Back testing) 단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미 학습한 데

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했던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지 점검

하기때문이다.식 (5.9)에서정의된학습집합(Learning set)을사용하여

예측을하면점검단계이고나머지미래시점의데이터를사용하면예

측단계가된다.본연구에서는과거와미래시점을구분하는기준으로

Q = 2002-01-02로 설정했다. 즉, 2002년 이전의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과정에사용했다.

점검(Back testing)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예측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지수가 높은 수치를 가리키는 허

위경보가종종작동함을알수있다.게다가예측(Prediction)단계의결

과에서는 경고지수의 수치가 작게 산출되거나 높게 산출되더라도 시

점이실제금융위기시점과일치하지않는모습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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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검단계 (α = 15, β = 500)

(b) 점검단계 (α = 5, β = 500)

그림 26:기존의시장붕괴예측방법론을사용한경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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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는 국내 금융위기의 (a)점검(Back testing) 단계의 결과와

(b)예측(Prediction)단계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앞서그림 26의결과

와는다르게학습하는금융위기는국내금융위기만을사용했다.그림

27의 (a)에서알수있듯이,점검(Back testing)단계의경고지수(Alarm

index)는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시점과대우사태시기에맞추어값

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북유럽금융위기에일시적으로값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이전의 두 금융위기의 경우 북유럽 금융위기보다

더 높은 경고 지수(Alarm index)의 값을 보여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예측모형과패턴식별방법이잘동작함을알수있다.

그림 27의 (b)는예측(Prediction)단계의경고지수(Alarm index)의

결과를보여주는데이기간은학습집합(Learning set)에포함되지않았

으므로예측성능을확인할수있는단계이다.예측(Prediction)단계의

경고 지수(Alarm index)는 (a)의 수치보다 다소 낮은 값을 가리키지만

신용카드사태와삼성위기를포함하여국내금융위기를잘예측하고

있다.

103



(a) 점검단계 (α = 15, β = 500)

(b) 점검단계 (α = 5, β = 500)

그림 27:국내금융위기에대한경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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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a)점검(Back testing) 단계와 (b)예

측(Prediction) 단계의 경고 지수(Alarm index)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금융위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

보만을 사용했고 Q = 2002-01-02이전의 데이터만을 학습했다. [그림

28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유럽 금융위기와 아시아 외환위기 시점

을적절하게예측하여예측모형이제대로작동하고있음을점검할수

있다. 또한 그림 28의 (b)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예측함으

로써모형이좋은예측력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하지만경고

지수(Alarm index)는 다소 넓은 범위에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글로벌금융위기는거품형성기간이길고붕괴시큰영향을미치기

때문이라고분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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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검단계 (α = 15, β = 500)

(b) 점검단계 (α = 10, β = 500)

그림 28: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경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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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론과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

여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를구분하고이들의특성을반영

한새로운방법론의성능차이를정량적으로측정하기위해 (Yan et al.,

2012)에서사용한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을사용한다.에러다

이어그램을만드는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1. 살펴보려는기간에서의시장붕괴(Market crash)일자의수를센

다.본연구에서의시장붕괴(Market crash)의숫자는 7번이었다.

2. 산출된경고지수(Alarm index)를크기가큰순서로나열한다.

3. 이렇게만들어진수열에서가장큰숫자를첫번째역치(Thresh-

old)로설정한다.

4. 경고 지수(Alarm index)의 수치 중에서 역치(Threshold) 값을 초

과한수치의일자 d를찾는다.이일자 d에서의성공여부는 [d −

D,d +D]안에 1에서찾은시장붕괴(Market crash)가포함되었는

지로판단한다.본연구에서는 D = 10으로설정하였다.

5. 만약사용한역치(Threshold)값에서성공적으로예측한경고지

수(Alarm index)일자가없다면 2에서나열된수열에서다음값을

새로운역치(Threshold)로설정한다.

6. 시장붕괴(Market crash)가새로운역치(Threshold)값에서예측이

되었다면,아직예측이되지않은시장붕괴의비율(예측되지않

은시장붕괴수/전체시장붕괴수)과사용된경고일자의비율(4

에서살펴본모든기간/전체기간)을계산하여에러다이어그램

(Error diagram)의한점으로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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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방법으로 (0,1)을포함한 8개의점을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에나타내었다.에러다이어그램을사용하는목적은무작위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기존의 방법

과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무작위로 예측하는 경우는 에

러 다이어그램(Error diagram)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에러 다이어그램(Error diagram)을 사용하면 실제 금융위기에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경우나 알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지않는경우를동시에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또한기

울기가 -1인직선그래프아래에있으면무작위로예측을하는것보다

더나은성능을가지고있음을통계적으로확인할수있다.

그림 29:기존경고지수와새로운경고지수의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

그림 29에는 기존의 금융위기 예측 방법론으로 산출한 경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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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Alarm index)와한국의주식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적합기간(Fit-

ting period)의길이라는변수를새로운매개변수로추가하고학습집합

(Learning set)을금융위기의종류에맞게설정하여새롭게산출한경고

지수(Alarm index)를비교한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을나타냈

다.앞서소개한내용처럼랜덤하게금융위기를예측한경우는기울기

가 -1인 직선 상에 점이 찍히게 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금융위기예측방법론은랜덤하게예측을하는것보다는나은성능을

보여주는듯하지만 2개의금융위기를적절히예측하지못해일시적으

로기울기가 -1인검은선의윗부분에한번점이찍힌것을알수있다.

반면한국주식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

위기를구분한경우에는랜덤하게예측하는것보다훨씬나은성능을

보였고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도 대부분 아래부분에 점이 위치한

것을확인할수있다.

5.4 금융위기예측요약

본연구에서는한국주식시장에적용할수있는금융위기예측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예측시스템은 JLS 모형을 사용하였고 대부분

의금융위기를예측하는성능을확인했다.또한여러적합기간(Fitting

period)에 로그 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 적합시켜 얻은 매개

변수의값의패턴들을식별하는방식을사용했다.이예측시스템의중

요 지표는 경고 지수(Alarm index)이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의 경

우,항상글로벌금융위기로퍼져나가는미국의금융위기와는다르게,

발생원인이나거품형성기간의차이에따라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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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구분할수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식시장 혹은 그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금융시

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경고 지수(Alarm index)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몇

가지결론에도달하였다.

첫째,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 금융위기의 거품 형성 기간이

글로벌금융위기의경우보다더짧았다.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

위기는규모면에서비교하기가어려웠고서로다른경제문제로인해

발생하기때문에이것이거품형성기간이달라지는데영향을미쳤다

고생각할수있다.

둘째,본연구에서는국내금융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를구분하

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적합기간(Fitting period)의길이를새

로운매개변수로추가하였다.또한,국내금융위기를예측할때는국내

금융위기만을 학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할 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만을 학습하여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예측방법론의성능은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으로점

검했다.

셋째, 점검(Back testing) 단계의 경고 지수(Alarm index)가 예측

(Prediction) 단계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리켰다. 이는 2가지

단계모두과거와미래를구분짓는 Q = 2002-01-02이전의데이터만을

사용했지만 점검(Back testing) 단계는 Q이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예측(Prediction)단계는 Q이후의금융위기를예측하기때문에이미학

습한금융위기를예측할때더높은정확도와수치를보여준다고생각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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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금융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자금 융통이

일어나는 곳이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행한 행위들이

산업전반에융통되는자금을공급하고경제성장을촉진시키게된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시장에 형성되었던 거품이 무너져 내리면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취할수있다.이로인해경제성장은더뎌지게되고시장참여

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일부비합리적투자자(Noise trader)들에의해발생할수있는

금융거품의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방지하고 그

대책을마련할수있다면금융시장의안전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체적

으로형상화하여모형에반영하고금융상품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

는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한비선형모형(Non-linear model)

을제시했다.또한이비선형모형(Non-linear model)을통해시뮬레이

션 한 시계열이 실제 금융시계열의 확률분포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점검했다.그리고마지막으로앞서사용한물리학적모형을사

용하여주가에새로운매개변수를추가한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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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를적합시켜얻은매개변수들값의패턴으로금융위기가발생

할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는경고지수(Alarm index)를도출하였다.

6.1 연구내용요약

본논문에서진행했던연구에대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우선

3장에서는금융시장내구성원들인시장참여자들의네트워크에관해

다루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2차원 격자형태의 네트워크부

터 인접한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를 다르도록 프랙탈(Fractal) 구조를

사용한 네트워크와 금융시장의 계층구조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

구에서제시한네트워크에이징동역학(Ising dynamics)를적용하였다.

그리고전체적인시스템이나타내고있는평균적인포지션과각시장

참여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봤

다. 3개의네트워크모두평균포지션이 0근처의값을가질때,같은포

지션을가진시장참여자들이군집(Cluster)을이루면서분포되어있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이렇게시장참여자들이군집(Cluster)을이루

면서 뭉쳐있는 분포 때문에 각 시장 참여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

들은대부분같은포지션을나타내고따라서스스로포지션변경을잘

하지않는현상을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군집의 숫자와 포지션을 변경할 평균적인 확

률에서도확인할수있었다.평균포지션이 0근처이면군집의숫자는

줄어들고 하나의 군집 크기는 늘어났다. 또한 포지션을 변경할 확률

은 줄어들었다. 즉, 평균 포지션이 0근처일 때, 전체 시스템이 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반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을 가질 때, 반대 포지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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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시장참여자들이서로섞여있었고전체군집의수는늘어났지만

하나의군집크기는줄어들었다.이러한분포에서는각시장참여자가

의견교환을하는사람들이반대포지션인경우가많기때문에그시장

참여자가포지션변경할확률이높아지고결국전체시스템이변동성

이심한모습을보였다.이렇게 3가지네트워크에서동일하게나타나

는현상도있는반면,차이점또한존재했다.서로의견을교환하는인

접한시장참여자의평균적인숫자가증가할수록모두같은포지션을

가진군집(Cluster)을이루기어려웠고매개변수설정을적절하게해줄

필요가있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만든 금융시장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여 금융

상품별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한비선형이징모형(Non-

linear Ising model)을사용한자산가격시뮬레이션방법을제시하였다.

우선,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를 반영한 비선형 이징 모형(Non-

linear Ising model)의두매개변수를변경하면서여러종류의시계열을

시뮬레이션하였다.이렇게생성한시계열은기하브라운운동(Geomet-

ric Brownian motion)을사용하여시뮬레이션한시계열보다실제여러

국가별 주가지수의 멱법칙 지수부 값과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징 모형(Ising model)은 주가 시계열 분석에는 적합하

지만 CDS스프레드를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비선형이징모형(Non-linear Ising model)의경우,매개변수의값을변

경하면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의 시계열을 모

두포괄할수있음을알았다.

마지막으로 KOSPI지수에 3장과 4장에서 다루었던 이징 동역학

(Isign dynamics)을 기초로 한 로그 주기 함수(Log-periodic func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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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시켜 얻은 매개변수 값들의 패턴을 식별하여 시장 붕괴(Market

crash)의 발생 가능성을 지수화 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버블이 형성

되는 시간과 발생 원인에 따라 국내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분될 수 있었고 이에 적합 기간(Fitting period)의 길이를 새로운 매

개변수로 추가했고 국내 금융위기를 예측할 때에는 국내 금융위기를

학습하도록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할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를학습하도록하였다.그결과각종류의금융위기를구분하여예측할

수있었고에러다이어그램(Error diagram)을통해기존의모형에비해

한국주식시장의특성을반영한경우향상된성능을확인할수있었다.

6.2 한계및추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제현상과 금융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

존의 경제물리학적 모형에 현실성을 반영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금융

위기에 대한 경고 지수(Alarm index)라는 산출물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여러가지분석들과결과물들을제시하였지만몇가지한계

점과추후에진행될필요가있는연구들이남아있다.

첫번째로,금융시장네트워크에서한시장참여자가의견을교환

하는 다른 인접한 시장 참여자들의 수와 이징 동역학(Ising dynamics)

에 적용하는 매개변수의 값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매개변수의 값들을 변화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 경제현상을 해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 교환을 하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수이외에도시장참여자들의상태를나타내는새로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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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찾아보는것도중요한연구과제가될것이다.

두번째로,실제시장에서가격민감도(Price sensitivity)를고려하

기위해매수포지션을나타내는시장참여자와매도포지션을나타내

는 시장 참여자를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변수값을간접적으로나타낼수있는다른변수를찾을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량이라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로부

터생기는양을사용할수있지만매수자와매도자수의차이와거래량

간의관계를명확하게규명할필요가있다.또한거래량을대체변수로

활용할 경우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 즉, 자산

가격이크게상승하면거래량도따라서크게상승하지만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거래량도 상승하지만 크게 상승하는 일이 드물다. 즉,

거래량은자산가격이상승하는지하락하는지에영향을받는다.따라

서, 거래량을 대체 변수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로그주기함수(Log-periodic function)을적합시킴으로

써 얻은 매개변수 값들의 패턴을 식별해 경고 지수(Alarm index)를 도

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고 매개변수의 수

가 7개로 과적합(Overfitting)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날짜를변경해가면서여러번시뮬레이션을시도하는등새로운

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이렇게본연구는몇가지한계점을가지

고 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경제 현

상이나 금융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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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시장안정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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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use, S. M., Böttcher, P., and Bornholdt, S. (2012). Mean-field-like be-

havior of the generalized voter-model-class kinetic ising model. Physical

Review E, 85(3):031126.

Liggett, T. M. (1985). Introduction. In Interacting Particle Systems, pages

1–5. Springer.

Lux, T. and Marchesi, M. (2000). Volatility clustering in financial markets: a

microsimulation of interacting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finance, 3(04):675–702.

Mantegna, R. N. (1999). Hierarchical structure in financial markets.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B-Condensed Matter and Complex Systems,

11(1):193–197.

McNeil, A. J. and Frey, R. (2000). Estimation of tail-related risk measures

for heteroscedastic financial time series: an extreme value approach. Jour-

nal of empirical finance, 7(3):271–300.

Milgram, S. (1967). The small world problem. Psychology today, 2(1):60–

67.

Newman, M. E. (2001). Who is the best connected scientist? a study of

scientific coauthorship networks. Phys. Rev. E, 64(016131).

Oh, W. and Jeon, S. (2007). Membership herding and network stability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The ising perspective. Management science,

53(7):1086–1101.

121



Plerou, V., Gopikrishnan, P., Gabaix, X., and Stanley, H. E. (2004). On the

origin of power-law fluctuations in stock prices. Quantitative Finance,

4(1):C11–C15.

Schroeder, M. R. (1991). Fractals, chaos, power laws-color plates.

Shinoda, M. (2003). Non-existence of phase transition of oriented perco-

lation on sierpinski carpet lattices. Probability theory and related fields,

125(3):447–456.

Sornette, D. (2009). Why stock markets crash: critical events in complex

financial syste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Sornette, D., Johansen, A., and Bouchaud, J. P. (1996). Stock market

crashes, precursors and replicas. Journal de Physique I, 6(1):167–175.

Sornette, D. and Zhou, W. X. (2006a). Importance of positive feedbacks

and overconfidence in a self-fulfilling ising model of financial market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70(2):704–726.

Sornette, D. and Zhou, W. X. (2006b). Predictability of large future

changes in major financial ind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2(1):153–168.

Taleb, N. N. (2007). Black swans and the domains of statistics. The Ameri-

can Statistician, 61(3):198–200.

Wang, J. (2006). Supercritical ising model on the lattice fractal—the sier-

pinski carpet. Modern Physics Letters B, 20(08):409–414.

Wang, J. (2009). The estimates of correlations in two-dimensional

ising model.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88(5):565–573.

Wang, J., Wang, Q., and Shao, J. (2010). Fluctuations of stock price model

by statistical physics systems.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51(5):431–440.

122



Watts, D. J. (1999). Small worlds: the dynamics of networks between order

and random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Xiao, D. and Wang, J. (2012). Modeling stock price dynamics by continuum

percolation system and relevant complex systems analysi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91(20):4827–4838.

Yan, W., Woodard, R., and Sornette, D. (2010). Diagnosis and prediction

of tipping points in financial markets: Crashes and rebounds. Physics

procedia, 3(5):1641–1657.

Yan, W., Woodard, R., and Sornette, D. (2012). Diagnosis and prediction of

rebounds in financial market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91(4):1361–1380.

Zhou, W. X. and Sornette, D. (2007). Self-organizing ising model of finan-

cial markets. 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B, 55(2):175–181.

123



124



Abstract

Prediction of financial market
change using Ising network model:

Eoconophysics approach

Bonggyun Ko

Financial Risk Engineering Lab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ket participants trade financial products in financial market and these

actions finance various kinds of funds for whole industry and stimulate the

economic growth. However, irrationally aggressive expectations among the

market participants might incur an artificial growth of asset prices which is

financial bubble. Financial bubble, in economics, is known to burst at some

point. The outbreak of such an event appears with a large drop of asset prices

and the damage can be radical not only to the market participants but also

to the soundness of the entire market. Therefore,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market participants’ behavior. Furthermor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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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can be achieved by predicting financial crisis and preparing the

countermeasure.

This research constructed the lattice of market participants which is

used for the model and proposed non-linear model considering price sen-

sitivity which depends on the sort of financial products. The similarity be-

tween real financial time series and the simulated one is verified statistically

based on the stylized facts of financial market. Lastly, new parameter of fit-

ting period is added for fitting log-periodic function to Korean stock index.

Alarm index which represents the probability of market crash is derived by

identifying the pattern of new parameter set.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of mar-

ket participants and their change of position are investigated.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 the network of market participants

and adapt Ising dynamic system to three networks of market participants to

compare the state change of them. The first one is simple lattice which is

commonly used. The second one is a Sierpinski carpet lattice which have

a fractal structure. The last one is a hierarchical diamond lattic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se three network structures. When the mean

position was near 0, the change of the mean position decreased.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number of clusters composed of market

participants decreased and the mean transition probability decreased. On the

contrary, when the mean position is far from 0, the change of the mean po-

sition increased. The number of clusters composed of market participants

increased and the mean transition probability increased. There are also 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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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nces between the three network structures. As the number of neighbors

increases, it is hard to capture a cluster. Therefore setting parameter values

and calibration method could be an important process.

Second, the practical method for simulating the financial time series

whose distribution has a specific heaviness is proposed based on the fi-

nancial network mentioned before. The research employed non-linear Ising

model for simulating asset price time series by changing the values of two

parameters. This simulation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ones using geo-

metric Brownian motion and original Ising model based on the tail exponent

of power law distribution. The tail exponent of real financial time series is

closed to the simulated one using non-linear Ising model rather than geomet-

ric Brownian motion. Furthermore, the original Ising model could generate

the time series which is similar to the real stock index, but failed to simulate

CDS spread. Lastly, non-linear Ising model can generate the financial time

series which is similar to both sovereign stock index and CDS spread.

Third, this research added the new parameter about the fitting period to

the log-periodic function. Log-periodic function is fitted to the Korean stock

index and the alarm index which represents the probability of market crash

is derived by identifying the pattern of new parameter set. Financial market

crashes in Korean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classes which are global fi-

nancial crisis and domestic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bubble forming

period. Therefore, the new parameter representing the fitting period is added

and different learning sets are used for predicting each kind of financial cri-

sis. In addition, error diagram is us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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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rediction model and new one.

Keywords : financial network, price sensitivity, non-linear Ising model,

log-periodic function, alarm index, crash prediction

Student Number : 2013-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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