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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남북관

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남북관계가 전환점에 처한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

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기

초로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을 채용하여 한국 내 외국인의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제유가

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한국 경상수지 및 미국 이자율과 주가지수에 대해 긍정적으

로 반응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중립적 태도는 코리아 디

스카운트의 원인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찾으려는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킨다. 또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청신호라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주제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증권시장, 시계열 회귀분석, 오차수

정모형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통일학 연구사업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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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북한의 핵실험 감행 소식은 주식시장에도 말 그대로 ‘핵 폭탄급’ 충격을 

가져왔다.……주식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총 21조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으며 하락 종목수와 개인 순매도 규모 등도 시장별로 역대 또는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 

과거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6자회담 타결과 북·미간 화해 진전 등은 주식시장 

업그레이드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2) 

위 인용문은 남북관계의 부침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중

요 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 리스크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코리

아 디스카운트의 실상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이 증가했다. 코리아 디스카

운트란 한국 기업의 시장가치가 여타 국가의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

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외국 기업에 비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동일

한 경우에도 한국 기업에게 보다 높은 투자 위험률이 적용되어 주가가 

저평가된다는 의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를 나타내는 근거로는 

한국 증권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다른 국가의 증시에 비해 낮다는 

점이 제시된다. 외환위기 이후 학계와 금융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한

 1) 2006년 10월 9일, ꡔ중앙일보ꡕ. 
 2) 2007년 5월 13일,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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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유의 위험요인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그림 1>은 1990년 이래 거의 

줄곧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률이 세계 평균치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균치

에도 미달해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권시장의 저평가 원인은 무엇

인가? 이 연구는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어

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거래 행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흔히 주식시장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종합성적표로 간주된

다. 그런데 분단국가인 한국의 증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의 영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남성욱 2004). 앞의 인용구가 시사하듯이 

남북관계의 부침이 수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외 투자자의 선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장기업의 영업

실적, 거시경제 지표, 국제수지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 남북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와 기업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됨으로써 보이지 않

는 또 다른 분단비용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2003년 외

국신용평가기관인 S&P는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국가신

용등급의 최대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대한상공회의소

가 외국계 펀드매니저와 투자분석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은 북핵 등 국가 위험도(30.4%)였다. 결

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선진국 기업

의 절반 이하의 가치로 평가되며,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우리의 경쟁

국가 기업과 비교해서도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장하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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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주요 증권시장의 주가수익률(P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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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이에 정(正)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다분히 외국 투자전문가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기초한다. 반면, 한국에서 실제 주식 투자와 거

래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한반도

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미진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

는 남북관계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정치적 이벤트와 금융시장 간의 상관성에 관한 

국내외 저술들을 검토한다. 금융시장의 지표는 정치적 이벤트의 효과를 측

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어 Ⅲ장은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행태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검증 가능한 연구가

 3) 여기서 PER의 세계 및 아태지역 평균은 한국의 PER을 제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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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주요 시계열 변수를 조작화하고(operationalize), 

변수 간 관계 추정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은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을 논한다. 

Ⅱ. 정치적 이벤트와 금융시장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적 사건의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판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여러 현상을 통해 정치적 이

벤트와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 우선, 정부 

정책변화의 효과를 계량화하는 지표로서 주가의 유용성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강조되었다(Stigler and Friedland 1962 ; Schwert 1977, 1981 ; Binder 

1985). 이는 정부 정책이 각 상장기업에게 서로 다른 정도와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고, 이러한 잠재적 기업가치의 변화가 주가로 반영되기 때문이

다. 선거의 경우, 정책결정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결과는 

곧 새로운 정책선호를 말하고 이는 정책에 민감한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Roberts 1990).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내각제하의 정부구성이나 기타 

일반적인 정치제도의 독특성이 갖는 경제적 결과를 금융시장에서 관찰

되는 일련의 변화로 포착해낼 수 있다(Alesina and Roubini 1992 ; Bernard 

and Leblang 1999 ; Freeman, Hayes and Stix 2000 ; Herron 2000 ; Quinn 

and Jacobson 1989).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국내 및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용

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금융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시간과 정치적 변

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의 지표로 적합하다는 인

식이다(Jensen and Sobel 2005). 실례로 Willard, Guinnane and Rosen(1996)

은 미국 남북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전환점을 구별하는데 금융시장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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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활용했고, Hall(2004)도 1차 대전 동안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치의 

추세를 추적할 때 금융지표를 이용했다. 

국제정치의 흐름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간의 접한 상관성에 관한 연

구도 많이 축적되었다. 세계적인 사건은 대규모의 시장 변동을 수반했는

데(Niederhoffer 1971), 1차 대전 당시 위기의식이 고조될수록 런던 시장

에서 금의 유출량이 증가했다(Holsti and Brody 1968). 쿠바 미사일 위기

는 미국 다우존스 지수, 시카고 상품시장의 선물가격 등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Holsti, Brody and North 1969), 1967년 이후 베트남전쟁 동안 평화

적 해결의 전망에 따라 미국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Russett 

and Hanson 1975). 이처럼 증권시장 데이터는 국제정치적 위기를 예측하

는 과학적인 지표로 활용되었다(Chan and Bobrow 1981).

또한 무력충돌, 전쟁, 주요 테러공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시장과 국가 및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규모 

군사적 이벤트는 자본시장과 자산가치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

다. 예를 들어, Guidolin and La Ferrera(2010)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주식

시장은 분쟁의 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미국 주식시장은 분쟁 

표본의 12%에서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s)을 기록했으며, 그 효과는 

국내적 분쟁보다는 국제적 분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개시가 임박했을 당시 미국 금융지표의 움직임을 고찰한 Rigobon 

and Sack(2005)도 전쟁 위험이 증가할수록 국채수익률·주가·달러화 가

치가 하락하고 석유의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 예측시

장(prediction market)을 활용하여 유가와 주가가 전쟁 뉴스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Wolfers and Zitzewitz 2009), 또 이라크·이스라엘·구유고 등지

에서 분쟁의 강도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등이 연구되었다(Schneider 

and Troeger 2006; Kollias, Papadamou and Stagiannis 2010).

테러리즘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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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Arin, Ciferri and Spagnolo(2008)는 테러공격이 주가는 물론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신흥시장에서 더 크다는 

점을 알아냈다. Johnston and Nedelescu(2005)는 2001년 9·11과 2004년 

마드리드 테러공격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전자의 충격파는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으로 파급된 반면, 후자의 영향을 지역적인 수준에 국한되었다

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뉴욕 테러가 경기침체기에 발생했지만, 마드리

드 테러는 경기상승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과 금융 부문의 건전성이 9·11테러의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중

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Chen and Siems 2004). 테러가 상대

적으로 빈발하는 이스라엘을 사례로 삼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테러

리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다(Eldor and Melnick 2004). 

이들은 1990년부터 2003년 사이 639회의 테러공격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

과, 주식시장에는 거의 항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냈지만, 외환시

장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은 테러공격에 관한 정보를 흡

수하는데 효율적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위험도,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정책 변동성 등이 자본이탈에 긍정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치적 불안정이었다

(Le Vu and Zak 2006). 신흥시장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국가

의 평균 수익률은 리스크가 증가하는 국가의 수익률보다 약 11% 정도 높

게 나타났다. 나아가 선진국과 신흥시장에 있어서 리스크의 파급효과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Diamonte, Liew, and Stevens 1996 ; Bilson, Brailsford, 

and Hooper 2002).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선거와 외

환시장의 상관성(Freeman, Hayes and Stix 2000), 한국의 선거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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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거래행태(Chiu, Chen and Tang 2005)에 관한 연구가 있다. 

대만 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적 이벤트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 Bin and Chen 2005). 그

러나 터키 주식시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정치적·경제적 이벤트가 발생

할 경우 주가가 주식의 본래적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Mehdian, Nas, and Perry 2005).

이처럼 금융시장은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정치·군사적 이벤트의 파급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

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대립으로 인해 지구상 어느 지역보

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안희준·전승표·최종범 2010, 201). 예를 들면, 정치적 사건 일반에 관

한 뉴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송치영(2002)과 방

승욱(2005) 등이 있다. 전자의 연구는 1999~2002년 기간 동안 여러 종류

의 뉴스, 즉 주식시장 관련 120건, 외환시장 관련 98건의 뉴스가 국내 주

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뉴스는 주가와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외환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연구는 1980년 이후 네 차례의 정권 교체기에 정치 변

수가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을 검증했다. 

남북관계에 초점을 모아 주식시장과의 상관성을 취급한 연구로서 남

성욱(2004)은 1990년부터 2002년 서해교전 때까지 남북관계 뉴스가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국내에 정치·경

제·사회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60여 건의 사건 발생 시 주가지수

의 변화를 고찰하고, 남북문제와 주가시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주가는 남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긍정 또는 부정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등락을 보였으며, 주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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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에서 북한 변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이근

영(2006)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주가의 변화요인

을 탐구했는데, 당시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및 원자로 재가동, 

이라크전쟁 발발 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했다. 전쟁 위험의 

증대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문승동(2006)은 

남북분단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상관관계를 연

구했는데, 북한 관련 부정적 소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가시키지만, 

긍정적 뉴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희준·전승표·최종범(2010)은 남북관계 관련 뉴스가 주식시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햇볕정책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1998~2009년) 동안 발생한 남

북관계 관련 뉴스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세부

적으로 남북경협 관련 주식과 방위산업 관련 주식의 주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지수 

모두 남북관련 뉴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반응했는데, 긍정적 뉴스 

발생 시에는 지수 상승, 부정적 뉴스는 지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개별

주식의 경우, 남북경협 주식은 긍정적 뉴스에 강한 양(+)의 반응을 보였

지만, 부정적 뉴스는 통제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방위산업 주식은 부정적 뉴스에는 강한 양(+)의 반응을 

나타냈지만, 긍정적 뉴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반응은 국내 및 국제정치 이

벤트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아래에서는 그 연

장선상에서 남북관계, 주식시장,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상관성

에 관한 가설적 주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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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관성 존재 

여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관계와 주가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

트 간의 상관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이

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 여부도 경험적 검증의 대상인데, 서

정원·심수연(2007)은 2000~200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 면에서 

최대한 유사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한 결과 외국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기업의 P/CF(주가－현금흐

름배수)의 중간값(median)이 3.02에 그친데 반해 외국기업의 경우는 적

어도 5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표본기간 중 한국기업의 가치는 선진국 유

사기업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개도국의 유사기업에 비해서도 유의

미한 저평가 상태를 보였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도가 매우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선웅·김현석(2004)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의거해 한국 기업의 이론적 가치를 계산한 후, 실제 시장가

치가 이에 미치지 못함을 보였다. 장국현(2005)은 한·미·일 3개국 주가

지수의 가격 변동성을 비교한 후 한국 주가지수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음을 관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에는 높은 리스

크 프리미엄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

다고 보았다. 

한편, 박현수(2005)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10개국으로부터 

각각 기업규모 상위 50개, 총 500개 기업을 골라 표본을 구성한 후 토빈 

큐(q)로 측정한 기업가치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국가별로 평균 토빈 큐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흥시장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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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치 할인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의 가치만 특별히 유의미하게 낮다고

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에 비

해 저평가 상태에 있지만 다른 신흥시장의 기업에 비교할 때 특별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주장이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표본과 지표가 다르고,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의 규모에 비해 한

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수렴된다. 이러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론은 크게 네 가지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

는데(서정원·심수연 2007), 첫째, 소위 ‘기업지배구조 디스카운트론’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부족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이 코리아 디스카운

트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지배구조가 후진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기피로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OECD 평균의 73~82%, 

아시아 평균의 79~9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박상수 2001, 20). 

둘째, ‘노사문제론’은 극심한 노사분규 때문에 한국기업의 기업가치가 낮

다고 주장한다. 노사문제가 기업 성장을 막고 경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

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주가수익률(PER)이 낮아지고 따라서 코리아 디스

카운트를 초래한다고 여긴다. 셋째, ‘단기투자성향론’은 코리아 디스카운

트의 수요 측면, 즉 투자자의 단기 투기적 행태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발

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높은 단기투자 성향은 주식가격의 변동성

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

영되기 어렵게 만든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론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험은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에 없는 한국

시장 특유의 위험요소다. 한국은 국가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왔

는데, 한반도의 대규모 무력배치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남북 간 무력충

돌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전적으로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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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관계 때문만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는 틀림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국내 주가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다(남성욱 2004; 서정원·심수연 2007). 

<표 1>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외국인 투자자 수(천명)

미국

영국

11.7

4.6

1.0

12.8

5.0

1.1

14.1

5.4

1.2

15.3

5.8

1.3

16.8

6.3

1.4

18.5

6.9

1.5

20.6

7.6

1.6

22.9

8.4

1.7

보유주식 시가(%) 30.1 36.6 36.0 40.1 42.0 39.7 37.3 32.4

보유주식 수(%) 13.9 14.7 11.5 18.0 22.0 23.0 22.3 19.0

주식 거래대금(%) 9.5 10.7 11.7 15.5 22.9 21.3 27.1 25.8

출처: 금융감독원. 

<그림 2> KOSPI와 외국인 증권거래 추이4) 

이상과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재하는 현실이며, 그 원인의 하

 4)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금액과 종합주가지수는 양 지표 간 상

호비교를 위해 표본평균 0, 표본분산 1로 표준화(standardize)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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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남북관계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로 전이되는 매개체로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주목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준거로 삼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

카운트는 국제시장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

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인식을 더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이나 호전이 올 때 국제신용평가사나 외국인의 

거래 행태를 살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

국인의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표 1>에서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는 2000년 1만 1천여 명에서 2007년 2만 2천여 명으로 두 배 가까

이 증가했다.5)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30~ 

40%대를 유지했으며, 보유 주식수의 비중도 20% 내외를 기록했다.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에서 25.8%로 거의 3배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상장주식의 가치와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 비중이 증대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나 코리아 디스카운

트에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필 때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외국인

의 거래행태가 더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결정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체

감하는 남북관계의 온도차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그림 2>

와 같이 종합주가지수(KOSPI)와 외국인의 순매수는 반드시 동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의 증권거래 동향은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

의 상관성 유무를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

 5) 한국 증권시장은 1992년 초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이래 외환위기 이듬해

인 1998년 5월 25일을 기해 공공법인에 대한 일부 투자제한을 제외하고는 외

국인의 증권투자를 사실상 완전히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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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유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동조적인 방식으로 

증권거래 행태를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음 

두 경우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남북관계에 관한 희소식이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외국인이 인식

하는 한국의 국가위험도도 함께 상승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증가할 

때다. 이와 달리, 만약 외국인의 주식거래 행태가 남북관계의 변화 추세

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요인이라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된 한국의 국가위

험도와 한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인식하는 리스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가설: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증가시

킨다. 반대로 남북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를 감소

시킨다.

Ⅳ. 실증 분석

1. 변수와 분석모형

이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와 외국인 증권거래 간의 인과적 상관성을 판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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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다. 즉 외국인의 주식 매수(buying)와 매도(selling)의 차이인 순매수 

금액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투자자의 숫자, 보유 주식의 

숫자 및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주식의 수와 대금 등 다양한 지표로써 측

정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식의 가격결정에 직결되는 거래대금을 중심

으로 남북관계의 부침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을 검토한다.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ꡔ외국인증권거래동향ꡕ에서 추출되었다. 

외국인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독립변수는 국내요인

과 국제요인으로 구별된다. 국내변수는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정도

와 기타 경제 변수로 구성된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계열(time series) 

이벤트 데이터인 한반도 평화지수(KOPI, Korea Peace Index)로써 측정되

었다.6)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개발한 KOPI는 COPDAB(Conflict 

Peace Data Bank) 모델에 기초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매일 남북관계 뉴스 기사를 지수화한 시계열 자료다. 이 외에도 한

반도의 평화 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 차원

의 제도·관계·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구축되었으며, 

2008년부터 발표된 연간 데이터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반도안보지수는 

한반도와 주변 4강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

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지수로써 나타낸 것으로, 2005년 개발되어 

2007년부터 분기 단위로 발표되고 있다. KOPI의 장점은 이벤트 데이터로

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

으며, 특히 상당 기간에 걸쳐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주요 언론보도에서 누락된 

 6) 이벤트 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형기(2010), 남

궁영·김형기(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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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모두 배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은 월간 KOPI 평균과 일

별 KOPI의 표준편차인 KOPI 변동성(volatility)을 각각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남북관계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였지만, 2008년에 가까워지면서 전체

적인 평화지수가 하락했다.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은 표본기간 대부분의 

시점에서 평화지수의 변동성이 평균 KOPI를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호전 국면에 있든지 아니면 경색 국면에 있든지 관계없이 급

격한 방식으로 화해와 대립이 교차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 한반도 평화지수와 그 변동성

국내 경제변수로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지수, 

금리, 그리고 국제수지를 포함시켰다. 경기지수는 주식 거래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경기는 일반적으로 경기종합지수, 기업실사지수, 계

량경제모형 등으로 예측되는데, 경기종합지수는 생산·수요·수출입 등

에 관한 각종 경제지표를 종합한 결과로 통계청이 매월 발표한다. 이 지

수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등으로 구분되며, 선행지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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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기예측에 유용하고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말해준다. 후행

지수는 경기변동을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상황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동행지수를 사

용한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증권의 가치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주식 가치는 미래 배당금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기본적

으로 결정되는데, 이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이 금리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차입이 용이

해지고 이자지불이 감소하여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또 금리가 

낮아 투자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산운용 대상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3년 평

균 국고채의 수익률을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ꡔ금융시장동향ꡕ을 참고했다.

국제수지는 국가 간 경제 거래를 종합한 지표로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채산성을 드러내는 척도다.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판 결과이

며, 자본수지는 외화자금의 대차거래다. 이 중 경상수지 흑자는 해외부

문에서의 통화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확대와 국민소득 증가로 이

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외채 비율을 감소시키

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

여한다. 더구나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수익을 증대시켜 이들 상장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한국은행의 ꡔ국제수지동향ꡕ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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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주가지수의 대 미국 주가지수 민감도

   출처: 정정현·김동회 (2009), p. 92. 

한편, 국제변수는 미국경제 관련 지표와 국제유가를 포함한다. 미국의 

금리와 주가를 감안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간의 동조

화 가능성 때문이다.7) 한－미 간 주가 동조화 현상은 한국 수출의 대미

의존도 및 국내 외국인 투자자 중 미국인의 비중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

이 충분하다. 한미 주식시장의 동조화는 1980년대에는 발견되지 않았으

나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이충언 2002 ; 박준용·정규승 2002 ; 길재욱 2003 ; 김서경 

2007). <그림 4>는 외환위기 이후 미국 주가 변화에 대한 한국 주가의 민

감도를 표시한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는 부의 동조화를 보이다

가 이후 점차 동조화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0.5에서 3.0 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7년 초반에는 

미국 주식시장과의 동조화 정도가 0으로 감소하였다가 2007년 중반 이후 

 7) 미국 금리와 주가는 각각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와 다우존스산업지수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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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여 2.0을 약간 넘어선 뒤 2008년에는 점차 감소하는 양

상을 띠었다(정정현·김동회 2009). 

또 다른 중요한 독립변수는 국제유가다. 원유가격의 동향은 한국의 경

기와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석유는 석유화학 제품 등

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외에도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원으로서 모

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가 상승은 상장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주식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배당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유가는 IMF에서 제공되는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두바이유의 단순 평균치다. 이상의 주요 변수의 기술

적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자

지표

외국인 fornet 96 -366.38 20945.67 -95498 42151

미국인 usnet 96 854.86 10858.44 -36908 28107

영국인 uknet 96 -2097.94 5058.02 -20408 9661 

한국

지표

평화지수 kopi 96 4.77 3.54 -1.10 17.40 

변동성 kopivol 96 6.29 1.65 3.13 10.43

경기지표 korbusiness 96 100.51 1.12 98.80 103.10 

이자율 korinterest 96 5.34 1.35 3.28 9.28 

경상수지 korbop 96 1124.35 1302.48 -1979 4271 

국제

지표

국제유가 oil 96 41.62 18.46 18.52 91.27 

미국이자율 usinterest 96 3.42 1.88 0.98 6.54 

미국주가 usdow 96 10559.97 1335.57 7941.19 139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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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시계열 분석 모형

은 다음과 같이 보다 도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yt = α+βyt-1+γXt+εt 

이때 yt는 시점 t의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금액, Xt는 시점 t의 한반도 

평화지수, 그리고 국내 및 국제 경제변수를 포함한다. 위 모형에서 변수 

간 단기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ARIMA 필터링 OLS(Ordinary 

Least Squares, 보통최소제곱) 추정모형, 그리고 변수 간 장기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모두 활용한다.

2. 결과분석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과 비정상성

(non-stationarity) 문제를 갖기 쉽고,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OLS 모형을 사

용할 수 없다. 변수 간 허위상관성(spurious correlation) 때문에 인과관계

가 왜곡된 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기상관성은 시점 t의 데이터가 그 

이전 혹은 그 이후 시기의 데이터와 상호작용한다는 의미다. 비정상성은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모형은 자기상관성과 비정상성을 모두 제거한 연후에 이뤄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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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ost-ARIMA OLS Model 추정 결과8)

우선, 자기상관성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상관계수(AC, 

autocorrelation coefficient)와 편자기상관계수(PAC, partial autocorrelation 

coefficient) 및 Q－통계량(statistics)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투자 변수는 

물론,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 변수 모두에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

 8) R은 해당 변수의 ARIMA 추정 이후 얻어진 잔차(residuals)를 의미한다. 한편,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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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상성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실행한 단위근(unit 

root) 검증 결과, 한국의 경기지수와 금리, 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와 주가

지수 변수가 비정상성을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9) 따라서 데이터의 비

정상성을 없애기 위해 1차 차분(first differencing)을 통해 정상적인 시계

열로 변환시켰다.10) 또 시계열의 자기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회귀

누적이동평균(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average) 모형을 추

정하여 각 변수의 잔차(residuals)를 구했다.11)

이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의 비정상성과 자기상관성을 제거한 뒤 추정

된 OLS 모형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평화지수와 그 변동

성은 외국인의 증권매매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미국의 주가지수는 예상대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증권매

매 행태에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외

국인 순매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외국인

을 미국인 투자자와 영국인 투자자로 나눠본 결과, 미국 자본은 평화지

수의 변동성에 더 반응한 반면, 영국 자본은 평화지수의 평균적 수준에 

상대적으로 민감했다. 

그런데, 이상의 OLS 추정 결과는 5개의 시계열, 즉 한국 경기지수와 금

리, 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와 주가지수의 비정상성 제거를 위해 차분한 

값을 바탕으로 얻어진 것이다. 문제는 차분으로 인해 변수 간의 장기적

 9) 단위근 검증은 ADF(Augmented Dickey Fuller) 테스트를 활용했다.
10) 한국 경기지수와 이자율, 국제변수(유가, 미국 이자율, 미국 주가)는 1차 차분 

이후 모두 정상적인 데이터로 변환되었다. 그 테스트 결과는 <부록> 참조. 
11) ARIMA의 누적(integration) 차수(order)는 비정상적인 변수에 한해 1차 차수를 

적용했다. 자기회귀(AR, autoregressive)와 이동평균(MA, moving-average)의 차

수는 각각 PAC와 AC를 토대로 초기 예측 차수를 정한 뒤 AR과 MA의 차수를 

순차적으로 변경해가면서 얻어진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델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상관성 분석❙ 241

인 관계가 희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 비정상

적 시계열이 서로 공적분되어(cointegrated) 있을 경우 이들 변수 간의 선

형(linear) 조합은 정상성을 띠어 차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실제로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간 공적분 회귀(cointegrating regression) 모형을 통한 공

적분 검증 결과 비정상적인 시계열의 조합은 정상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시계열이 공적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차수정모형(ECM, Error 

Correction Models)을 사용함으로써 변수 간 장기적인 관계의 희생을 방

지할 수 있다(Engle and Granger 1987). 

<표 4> Error Correction Model 추정 결과12)

이때 기본적인 ECM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종속변

수는 결국 자신의 과거값과 독립변수의 현재값 및 과거값에 좌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De Boef and Granato 1999).13) 따라서 ECM 추정을 위해 

12) L1은 t-1기의 시차(lagged) 변수, D1는 t기와 t-1기 값의 차분(differenced) 변수를 

나타낸다. 한편,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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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외국인 순매수, 미국인 순매수, 영국인 순매수와 여타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시차(L) 및 차분(D) 값이 적용되었다. 

ECM에 입각한 추정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북관계 

변수인 평화지수와 그 변동성은, 앞의 OLS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및 미국인 투자자 표본에서는 유의미한 계수를 갖지 않았

다. 다만, 영국인 투자자들은 평화지수가 높아질수록 그것이 이전 시기

의 값이든 차분한 값이든 관계없이 주식을 매수했지만, 평화지수의 변동

성에 대해서는 순매수 감소로 대응했다. 그런데, 전체 표본에서 남북관

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국인의 증권거래 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

지 않은 점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악화

가 외국인의 투자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외국인 주식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첫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초단기적이여서 월간 데이터로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

다. 과거의 남북간 무력충돌이나 북한의 핵 개발 위협 및 미사일 실험 등 

긴장을 유발시킨 변수들은 며칠 단위로만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긴장사

태 발생 당일에는 주가가 급락하지만 다음날이나 머지않아 곧 회복하고 

일부는 당일에 바로 충격에서 벗어나 강세로 마감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발표 당시에는 정부가 추진

해온 햇볕정책의 가장 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과성 재료에 그치지 않

고 지속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기간 중 주

13) ∆은 차분값(difference), λ는 공적분 관계의 존재를 통제하는 오차수정률(error 

correction rate)이다. 한편, 이러한 ECM 모형은 데이터가 정상성을 보이는 경우

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Hendry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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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급락했다. 2009년 5월25일 2차 북한 핵실험 때는 코스피지수가 장

중 6.31%까지 급락했지만 장 막판 -0.2%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2010

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직후에도 코스피지수는 0.34% 내리는 데 그쳤

다.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의 경우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다음날 금융시장

의 반응은 미풍이라고 할만 했다. 개장 초반 출렁거렸던 환율과 주식시

장은 오후 들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발 부정적 뉴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

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만 반응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북한

의 도발은 주식매매 결정에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알

려진 정보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발

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는 그것이 대체로 단발성 재료

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셈이다(남성욱 2004).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에도 외국인들은 코스피시장에서 189억 원어치의 주식을, 코스피 200선물 

시장에서 5,666 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고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하

락세로 전환한 것도 외국인들이 북풍보다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나절 만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학습효과 덕분으로 해석되는데, 수차례 북한 도발을 겪으면서 내성이 쌓

인 것으로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외국인들이 버팀목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믿음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기업실적과 연관된 지표들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대신,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는 지적도 가능하다(한국거래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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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외국인 순매수의 요인을 살펴보면, 직전

시기(t-1) 순매수, 한국 경상수지 차분 값, 그리고 직전시기 국제유가 등

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차분된 미국 이자율과 주가지수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순매수가 직전 시기 값의 감소함수로 나타

난 것을 일종의 포트폴리오 조정과정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유가는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둔

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를 진작시키는 이유는 신흥시장 한국의 투자가치가 미 증

시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미국의 주가지수

는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증시의 동조화 요인 중 미국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대 방향

의 효과를 지닌 셈이다.

<그림 5> 외국인 순매수와 경상수지 변화14)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 경상수지가 애초 기대와 달리 외국인의 순

14) 두 지표는 상호 비교를 위해 표본평균 0, 표본분산 1로 표준화된 수치다.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상관성 분석❙ 245

매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관측됐다는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차분값(D.fornet)은 경상수지의 시차값(L.korbop)이나 차분

값(D.korbop)의 변화 방향에 반대로 움직였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5>에

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그런데, 경상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는 월별로 30

일 후에 발표되는 적시성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그림 5>에서 경상수지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시차 이동하면 외국인 순매수 그래프와 많은 부분 

겹치게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순매수 차분값(D.fornet)

과 경상수지 시차 차분값(L.D.korbop)을 활용하여 이변량(bivariate) 회귀

분석을 행한 결과, 1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0.1699)

가 도출되었다. 즉 이전 시기의 경상수지 흑자는 외국인 순매수를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영국인을 제외한 여타 외

국인 투자자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대신, 

국제유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리고 한국 경상수지 및 미국 이자율과 주

가지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외국인 투

자자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

성이 수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긴

장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에 대한 재조명 필요

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제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가치가 여타 국

가의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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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노사문제, 투기적 행태, 그리고 남

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이 꼽힌다. 그러나 많은 외국 신용평가사나 투자분

석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이 논문은 남북관계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

트로 전이되는 채널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의 거래행태에 주목했다. 외국인의 증권거래 동향은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상관성 유무를 판별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한국 

내 외국인 투자자는 남북관계의 리스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정확하

게 평가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외국인의 주식순매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별 데이터를 기초로 시계열 회귀분석 기법을 채용했

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계적 추정 결과, 영국인을 제외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한국 경상수지 및 미국 

이자율과 주가지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외국인이 지정학적 리

스크에 무감각한 이유로는 북한 변수의 초단기적 파급효과, 대북포용정

책의 부수효과,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의 주식거래 요인에 관한 발견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외국인의 투자결정에 호재로도 그

렇다고 악재로도 작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반할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의 경색이 외국인의 주식투매나 투자자금의 한국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반드시 증시에 호재가 되리라

는 보장도 없다. 이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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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은 그것이 도발이든 화해 제스처든 불문하고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관계를 이

해하고자 할 때 종합주가지수 못지않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종합주가지수의 급락이나 급등만을 기준으

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왜

냐하면, 앞 분석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인과 영국인 투자자의 

행태가 다른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일반의 거래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결정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 독립적이

고 별개로 이뤄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

인을 찾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근거가 빈약한 것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관성을 규명하

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숙제를 남

겨두고 있다. 특히 계량적 분석방법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분석기간이

나 데이터 선정의 문제점을 최대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의 분석대상이 된 2000~2007년은 대북 포용정책이 실시된 시기로 전

후 남북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전

반적인 남북 화해기조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의 평가함수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08~2010년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월별 데이터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남북관

계 변수의 경제적 효력은 하루 또는 길어야 며칠 동안에 그쳤기 때문에, 

후속 연구는 남북관계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효과를 보다 정 하게 포

착하기 위해 일일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1년 4월 29일 / 수정: 2011년 5월 11일 / 게재확정: 201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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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욱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탈냉전기 미국 패권의 국제적 정당성 분석”, “글로벌 스탠

다드의 형성과 미국의 네트워크 권력”,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 등이 있다. 

Abstract

Inter-Korean Relations and “Korea Discount”

an Analysis of Foreign Investors’ Stock Trading 

Kim, Chi-Wook(Sejong Institute)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and 

Korea Discount, with the focus on the determinant of foreign investors’ 

stock trading. The outbreak of the Cheonansinking and North Korea’s attack 

on South Korean Yeonpyeong Island increased the need to revisit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 Discount. Based on the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0 through December 2007, we estimated several time-series 

regressions including both OLS and error correction models. Our finding is 

that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stock marke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 to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lso they 

responded positively to Korea’s current account balanced, the U.S. interest 

rates and Dow Jones index, but negatively to international oil prices. These 

imply that the arguments for the geopolitical origins of Korea discount are 

hardly supported.

Keywords: Korea Discount,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stock market, 

time-serises regression analysis, Error Correc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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