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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권국가는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분쟁의지역이나관광지로만인식되어있으며, 지금까지중

동권국가들에대한경제적측면에서의연구는산유국차원의연구는많이있지만, 중동권국가의내

재적인경제적측면에서의 연구는국내에서는거의 전무하며, 세계적으로도매우 미약한실정이다.

하지만, 중동권지역의경제적인특성은산유국이라는중요한의미때문에전세계적으로많은영향을

줄수밖에없다. 따라서중동권국가의경제를대변하는주식시장에대한본연구는중동권국가들의

경제를이해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본논문에서는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도본격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

는 중동권 국가들의 경제에서 주식수익률에 장기기억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검정방법과V-통계량검정방법을사용하여장기기억효과를검정함에있어서, 기존의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시간척도 τ에 대하여 τ= 1에 국한하여 장기기억효과를 검정한

것과는다르게, τ= 1, 2,⋯, 100까지로하여기존연구들에서는다루지않은시간척도의변화

에따른장기기억효과의변화까지도검정을하고자한다.

이러한본논문의연구는아직까지는선행연구가전무한실정이므로, 본 논문이중동권국가들의

주식시장에대한성격및본질의분석에새로운연구의방법으로서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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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동권 국가(Middle East country)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분쟁의 지역
이나 관광지로만 인식되어 있을 뿐, 학문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현실적으로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동권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산유국(oil-production country) 차원의 연구는 많
이 있지만, 중동권 국가의 내재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국내에서
는 거의 전무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동권 
지역의 경제적인 특성은 산유국이라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많
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동권 국가의 경제를 대변하는 주식시장
에 대한 본 연구는 중동권 국가들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다.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합리적기대가
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과 효율적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 process)을 주
축으로 하여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Muth(1961)에 의해 처
음 제시된 기대라는 개념 중 합리적 기대는 기대형성을 위한 모든 필요
한 정보를 민간경제주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Fama(1965)에 의해 알려진 효율적시장가설은 자본시장의 무작위한 움직
임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
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어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하며, 이는 바로 자본시장이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표된다는 효율적시장가설과, 합리적기대가설에 의해 투자
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한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가지게 되어 



중동권 경제에서의 장기기억에 관한 연구  127

임의보행과정을 따른다는 결론을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많은 확률모형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결론을 유
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이러한 임의보행과정이 실제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
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다른 자본시장에 비하여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시로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거시경제에 많
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기존의 임의보행과정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중동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동권 국가들의 경제에서 주식수익률에 
장기기억효과(long-term memory effect)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장기기억효과의 존재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
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Greene and Fielitz(1997)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일별수익률들 간에 장기적 의존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Lobato and Savir(1998)도 미국의 주가가 장기기억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Howe et al.(1999)은 한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주식시장에 장기
기억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Skjeltorp(2000)는 노르웨이와 미국
의 주식시장에 장기기억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Barkoulas et 

al.(2000)은 그리스 주식시장에 장기기억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Sadique and Silvapaulle(2001)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미국, 호주의 주별 주식수익률 중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의 주식수익률에 장기기억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동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본
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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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시장에 대해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
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중동권 국가들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등에 의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한 중동권 국가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시장에 대하여 수정 R/S 분석
(modified R/S analysis)에 의한 Hurst 지수(Hurst exponent) 검정방법과  
V-통계량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장기기억효과를 검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시간척도 τ에 대하여 τ=1에 국
한하여 장기기억효과를 검정한 것과는 다르게, τ= 1,2,⋯, 100 까지로
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시간척도의 변화에 따른 장기기억
효과의 변화까지도 검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이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성격 및 본질의 분석에 새로운 연
구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의 효용함수에 장기기억효과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있는 정보가 
공표되는 순간부터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합리적기대가설과 효율적시장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II. 장기기억효과 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논문에서는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시장에 장기기억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방법과 V-

통계량(V-statistic) 검정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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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rst 지수와 R/S 분석

만약 어떤 시계열이 확률적이라면 변동범위는  1에 따라 시
간의 제곱근으로 증가할 것이다. Hurst(1951)는 이러한 측정을 시간에 따
라 표준화하기 위해서 변동범위의 값을 관측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무
차원 비율(dimensionless ratio)을 만들어 시계열이 임의보행과정을 따르
는지 아니면 편의된 임의보행과정을 따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R/S 분
석(R/S analysis)을 제시하였다. Hurst의 R/S 분석은 나일강의 저수량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Hurst는 저수정책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서 1907년부터 40년간에 걸쳐 저수량이 시간에 따라 평균수준에서 어떻
게 변동하는가를 측정하였는데, 그 변동범위가 측정기간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측정을 시간에 따라 표준화하기 위해
서 변동범위의 값을 관측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R/S 분석을 제시
한 것이다. Hurst는 이러한 지속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모수적인 추
정방법인 R/S 분석을 개발하여 여러 자연현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한 결
과, 강우량이나 태양흑점(sunspots) 주기 등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임의보
행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일정한 추세가 있는 편의된 임의보행 과정을 따
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었다. 즉, 자연현상들이 단순한 단기의
존적 과정이 아니라 시계열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장기기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조하현‧ 이승국, 2003: 106144).

u개의 관측치를 가지는 시계열 t에서 평균으로부터의 누적편차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김현석‧ 장경천, 1999: 263299; 2002: 

99130)

X t, n= ∑
t

u = 1
(e u-M n)                                       (1)

1. 이것은 원래 Einstein이 브라운과정(brownian motion)에서 입자간의 거리(distance)를 
측정함으로써 발견한 규칙이다.

130   김지열

식(1)에서 X t, n은 n기간 동안의 누적편차, e u는 u기의 유입량,2 그
리고 M n은 n기간 동안 e u의 평균3을 나타낸다. 이때 범위 R은 식(2)

와 같이 누적편차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된다.

R=Max(X t,n)-Min(X t,n)                                  

 (2)

이 범위는 고려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R을 최초 관측치들의 표
준편차 S로 나눔으로써 일반화되고, Hurst의 경험법칙에 의해서 식 (3)

과 같이 R/S 값이 추정되며, 이를 대수방정식으로 만들면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R/S=α×n H                                               (3)

log(R/S)=H⋅log(n)+log(α)                               

 (4)

Hurst 지수 H는 식(4)와 같이 log (R/S)와 log(n)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전적 
R/S 분석(classical R/S analysis)은 조사대상 시계열자료에 대한 아무런 가
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편의
(bias)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검정통계량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Lo(1991: 12791313)는 이러한 편의를 제거한 후 장기기억을 검정할 
수 있는 수정 R/S분석4을 제시하였는데, 시계열을 P라고 할 때 n기간의 
연속성 P n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주식 수익률을 의미한다.

3. n기간의 수익률 평균을 의미한다.

4. 추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ters(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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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p(t 1),p(t 2),⋯, p(t n )                                   

 (5)

n기간 동안의 시간척도 τ의 가격 수익률을 R n(τ)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n(τ)=γ 1(τ), γ 2(τ), ⋯, γ n(τ)                             

   (6)

식 (6)에서 τ 1=p(t i+τ)-p(t 1) 5로 나타내면, 가격 수익률을 종속
시계열(sub-series) D의 길이인 M으로 나눈 각각의 종속시계열 
I M.d(τ)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I M.d(τ)의 평균값 
E M,d는 식 (8)과 같이, I M.d(τ)의 표준편차 S M,d는 식 (9)와 같이, 

그리고 X k,d 편차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M,d(τ)=γ 1, d(τ),γ 2,d(τ),⋯, γ M,d(τ) (d= 1, 2,⋯, D)     

      (7)

E M,d(τ)=
1
M

∑
M

k= 1
γ k,d(τ) (k= 1, 2,⋯,M)       

   (8)

S M,d(τ)=[ 1
M

∑
M

k= 1
{ (γ k,d(τ)-E M,d(τ)}

2 ]
1
2

                

(9)

X k,d(τ)=
1
M

∑
M

k= 1
{γ k,d(τ)-E M,d(τ)}                        

5. i= 1, 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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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따라서 종속시계열 R M,d(τ)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M,d(τ)=max {X 1, d(τ),X 2, d(τ),⋯, X M,d(τ)} -
min {X 1, d(τ),X 2, d(τ),⋯, X M,d(τ)}

     (11)

R M,d(τ)가 S M,d(τ)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정형화된 관계인 M의 
길이에 대한 평균값 (R/S) M (τ)는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R/S) M (τ)의 함수는 식 (13)과 같이 정형화 할 수 있는데, 식 
(13)에서 H(τ)는 Hurst 지수를 의미한다.

(R/S) M (τ)=
1
D

∑
D

d=1

R M,d(τ)

S M,d(τ)
                              (12)

(R/S) M (τ)∝M H(τ)                                       (13)

이러한 Hurst 지수 H는 시계열에 있어서 각 사건들이 그 이후의 사건
들과 상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H=0.5일 때의 상관성 척도는 0(zero)으로서 이러한 시계열은 확률과
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0≤H≺0.5일 때는 시계열이 반
지속적(anti- persistent)인 평균회귀과정이며 음(-)의 상관성 척도를 가지
는데, Lo(1991: 1279-1313)는 이러한 0≤H≺0.5인 반지속적인 과정도 
장기기억을 가지는 시계열로 간주한다. 또한, 0.5≺H≤1인 시계열은 충
격이 지속적(persistent)인 과정, 즉 장기기억을 갖는 시계열로서, 지속성
과 장기기억의 정도는 Hurst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증가하고, 상관성 
척도는 큰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2. V-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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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1991)는 V-통계량을 식(14)와 같이 정의하였다.

V n=(R/S) n / n                                           (14)

식 (14)에서 n은 관찰치의 수로서, 만약 R/S 통계량이 시간의 제곱근
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면, 이 비율은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확률과정에 대한 log(R/S)대 log(n)의 그래프는 평평(flat)

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과정이 지속적이고 R/S값이 시간의 제곱근보
다 더 빨리 증가할 때 이 그래프는 우상향할 것이다. 반대로, 과정이 반
지속적일 때 이 그래프는 우하향할 것이다.

만약 시계열이 장기기억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
러한 특성이 사라지게 되는 시점을 V-통계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속적
인 추세를 가지는 시계열에서 그래프는 초기에 우상향하다가 장기기억효과가 
소멸하는 지점에서 평평하게 될 것이며, 초기시점에서 이 지점까지를 비주기
적 순환길이(cycle period)로 간주할 수 있다(조하현‧ 이승국, 2003: 123125).

III. 실증분석

1. 실증분석자료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TA-100 INDEX), 이집트(EGYPT CMA GN 

IDX), 터키(National-100) 등의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하여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가지수의 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로 같은 기간으로 설정6함으로써 기간이나 시기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배

6. Commodity System, Inc.(CSI)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거래일수는 이스
라엘(TA-100 INDEX) 786일, 이집트(EGYPT CMA GN IDX) 774일, 터키(ISE

National-100) 98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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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였다. 

중동권 국가들의 실증분석 자료의 기본 통계량은 표 1과 같으며, 주가지수 
시계열과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수익률 시계열은 각각 그림 1과 그림 2
와 같다. 또한,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하여 ADF 검정법
(augmented Dickey-Fuller test)7과 PP 검정법(Phillips-Perron test)8을 사용
하여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한 결과, 표 2와 같이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실증분석 자료의 기본 통계량
이스라엘

(TA‐100 INDEX)
이집트

(EGYPT CMA GN IDX)
터키

(ISE National‐100)

주가지수
평균 431.879   645.842 11952.400

중위수  422.370   628.135 11321.900
최대값   578.270   803.180 19577.270
최소값   303.650   560.140  7159.660

표준편차    70.899    50.649  2621.367
대칭도     0.287     1.573     0.785
첨도     2.070     4.792     2.920

주가지수 수익률
평균   0.029   0.031   0.061

중위수  ‐0.029   0.021  ‐0.091
최대값   7.165   2.725  19.451
최소값  ‐7.552  ‐2.610 ‐18.109

표준편차   1.630   0.608   3.303
대칭도  ‐0.073   0.154   0.346
첨도   5.112   5.226   7.277

그림 1.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시계열

7. 본 논문에서의  ADF 검정에서는 Lagged differences 항의 개수는 자기상관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와 편자기상관함수(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를 
통하여 AR(2) 과정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충분히 큰 값을 고려하기 위하여 2
로 설정하였으며, ρ를 추정할 때 상수항과 시간추세를 포함하였다.

8. 본 논문에서의 PP 검정에서는 표류항과 시간추세를 포함하고 NW(Newey-West) lag

를 Newey and West(1987: 703708)의 이론대로 T1/4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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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스라엘                                (b) 이집트

(c) 터키
그림 2.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수익률 시계열

       

               (a) 이스라엘                               (b)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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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터키

<표 2>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단위근 검정

ADF Test Statistic1) PP Test Statistic1)

이스라엘
(TA‐100 INDEX) ‐15.905 ‐26.277

이집트
(EGYPT CMA GN IDX) ‐14.639 ‐25.062

터키
(ISE National‐100) ‐18.641 ‐31.560

주: 1) MacKinnon(1991) critical values for rejection of hypothesis of a unit root.
   (1% Critical Value -3.97, 5% Critical Value -3.41, 10% Critical Value -3.13 )

2.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결과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이스라엘(TA-100 INDEX)의 경우 Hurst 

지수가 시간척도 τ가 1≤τ≤100일 때 0.501-0.914를 나타내었으며, 이
집트(EGYPT CMA GN IDX)의 경우에도 Hurst 지수가 시간척도 τ가 
1≤τ≤100일 때 0.572-0.930을 나타내었다. 또한, 터키(ISE 

National-100)의 경우에도 Hurst 지수가 시간척도 τ가 6≤τ≤100일 때 
0.517-0.8809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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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수익률은 Hurst 지수가 모두 0.5보다 크므로, 

장기기억효과를 갖는 지속성이 강한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수익률의 Hurst 지수

    

  

                (a) 이스라엘                               (b) 이집트

(c) 터키

3. V-통계량 검정결과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V-통계량 검정결과는 그림 4

와 같이, 이스라엘(TA-100 INDEX), 이집트(EGYPT CMA GN IDX), 터
키(ISE National-100)의 주가지수 수익률의 V-통계량이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은 과정이 지속적이고 R/S값이 
시간의 제곱근보다 더 빨리 증가함을 알 수 있어,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결과와 같이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수익률은 장기기억효과를 

9. 터키(ISE National-100)의 경우 시간척도 τ가 1≤τ≤5일 때의 Hurst 지수는 
0.463-0.49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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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지속성이 강한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수익률의 V-통계량

   

                  (a) 이스라엘                             (b) 이집트

(c) 터키

IV. 결론 및 요약

중동권 국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분쟁의 지역이나 관광지로만 인
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중동권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
는 산유국 차원의 연구는 많이 있지만, 중동권 국가의 내재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미약
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동권 지역의 경제적인 특성은 산유국이라는 중요
한 의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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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 국가의 경제를 대변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본 연구는 중동권 국가들
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시장에 장기기억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방법과 V-

통계량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TA-100 INDEX), 이집트(EGYPT 

CMA GN IDX), 터키(National-100) 등의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
익률에 대하여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가지수의 기간을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같은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기간이나 시기의 변화
에 따른 차이점을 배제하여 검정을 하였다.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결과, 이스라엘(TA-100 INDEX)의 경우 Hurst 지수가 시간척
도 τ가 1≤τ≤100일 때 0.501-0.914를 나타내었으며, 이집트(EGYPT 

CMA GN IDX)의 경우에도 Hurst 지수가 시간척도 τ가 1≤τ≤100일 
때 0.572-0.930을 나타내었다. 또한, 터키(ISE National -100)의 경우에도 
Hurst 지수가 시간척도 τ가 6≤τ≤100일 때 0.517-0.880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수익률은 Hurst 지수가 모두 0.5보다 크므
로, 장기기억효과를 갖는 지속성이 강한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에 대한 V-통계량 검정결과, 

이스라엘(TA-100 INDEX), 이집트(EGYPT CMA GN IDX), 터키(ISE 

National-100)의 주가지수 수익률의 V-통계량이 모두 우상향하는 그래프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동권 국가들의 주가지수 수익률은 과정이 지속
적이고 R/S값이 시간의 제곱근보다 더 빨리 증가함을 알 수 있어,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결과와 같이 중동권 국가들의 주식수익
률은 장기기억효과를 갖는 지속성이 강한 시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동권 국가들도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편성되고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동권 국가들의 경제에서 주식수익률에 장기기억효과
가 존재하는지를 수정 R/S 분석에 의한 Hurst 지수 검정방법과 V-통계량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장기기억효과를 검정하였지만, 이러한 결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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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별종목별 잔차수익률 분석모형이나 최고가 최저가 비율 모형을 
응용한 시장지수수익률의 산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분석들에 대
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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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Long-Term Memory Effect on

Economy in the Middle East Country:
Focusing on Stock Earning Rate

Ji-Ye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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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up until now have concluded that stock price in stock market

follows random walk process according to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and

efficient market hypothesis developing a lot of probability models. However, the

random walk process in the stock market is in many ways questionable. 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test the existence of the long-term memory effect of

stock earning rate in the Middle Eastern country. The modified R/S analysis and

V-statistic are used to examine this utility function. In conclusion, this thesis shows

the existence of the long-term memory effect of stock earning rate in the Middle

Eastern country.

Key Words: Middle East Country, Stock Market, Modified R/S Analysis, Hurst

Exponent, V-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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