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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경주와 김태윤 (2007) 등은 위기 관련 데이터의 희귀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

거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었던 구간을 기준 구간으로 설정하고 기준 구간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점근자

기회귀모형으로 적합한 후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과 비교하여 불안정 지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비모수기법인 신경망을 사용하여 도출된 불안정 지수가 기준 구간의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

하는 관계로 불안정 지수가 종종 실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기법인 신경망과 모수기법인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기준구간에 대한 적합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여 두 종류의 불안정성 지수들을 도출한 후 이 둘을 결합한 통합 불안정성 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두 지수의 적절한 통합을 위해 신경망과 선형모형을 통해 도출된 두 지수의 최적 결합

비율을부여하는방법을제안하며제안기법의타당성을국내주식시장대상으로검증하였다.

주요용어: 금융위기, 불안정성지수, 신경망, 선형모형, 점근정상자기회귀.

1. 서론

1997년 하반기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해당 국가들

로 하여금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희생을 치르게 하였다. 동아시아 위기가 비록 국지적인 위기였다고

는 하나 위기 상황의 진전과 파급은 해당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제금융시장을 불안케 하

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기

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분석, 그리고 조기진단 및 예측에 대해 학계와 정책당국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면

서 다각적인 접근과 분석모형이 제시되었다. 금융위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위기는 해당 국

가의 취약한 기초경제조건 (economic fundamental)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연구가 중심축을 이루어 왔

다 (Eichengreen 등, 1996; Krugman, 1979; Obestfed, 1986).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위기가 단

지 개별국가의 경제구조에 내재된 취약성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기

이행 (self-fulfilling)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는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Ozkan과 Sutherlan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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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asco, 1987). 이들 연구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위기 조기경보 연구들은 위기신호 탐지를 위해 과

거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정하였던 구간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

였다 (Ahluwalia, 2000; Caramazza등, 2000; Eichengreen등, 1996; Frankel과 Rose, 1996; Kaminsky

등, 1998; Kaminsky와 Reinhart, 1999). 그러나 이처럼 불안정 (위기)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위

기라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 관련 모형의 추정 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한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기예측 또는 조기경보 모

형을 구축할 경우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과적합 (overfitting) 또는 통계적 효율성 (efficiency)이 충

족되지않는등의문제가초래되어위기신호의신뢰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경주와 김태윤 (2007) 등은 기존의 연구처럼 불안정중심 접근 (insta-

bility oriented approach, IOA) 방법이 아닌 안정중심 접근 (stability oriented approach, SOA) 방법

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과거의 안정적인 시장 상황(기준 구간)과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연구는 기준구간을 자기회귀모형으로 모형화하기 위해 점근정상자기회

귀모형 (asymptotic stationary autoregressive model, ASAR 모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비모수 기법

인 신경망을 통해 적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발된 지수가 기준구간의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기술적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의해 지수가 종종 실제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제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불안정지수 개

발을 위해, 신경망과 모수 기법인 선형모형을 이용한 자기회귀함수 추정을 통해 각각의 불안정성지수를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이들 불안정지수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결합시킨 통합 불안정지수를 도출하

고자한다.

본 연구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실증적 이론적

배경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불안정 지수의 도출 과정을 구체적으

로 서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주식시장불안정지수 (integrated

stock market instability index, ISMII)를도출하고이를금융위기경보지표로서의활용가능성을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요약하였다.

2. 실증적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안정중심접근 기법의 기본적 가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의 시장 혹은 경제 메카니즘 (mechanism)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찾기 위해 기준구

간을 선택하여 모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이탈정도를 계량화하여 불안정지수를 도

출하는것이다. 따라서불안정지수의개발에서주요한두가지요인은적절한기준구간및모형의설정

이다. 기준구간의 설정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시계열 일변량 데이터가 관찰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준구간은 시계열 변동이 정상과정 (stationary process) 혹은 이와 유사한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

는 구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정중심접근 기법의 기본적 가정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

인 상태 (stationary condition)의 시장 혹은 경제 메카니즘 (mechanism)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평균과 분산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구간이 기준구간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모형화하기 위해 현재의 금융관련 변수가 과거 p (>0) 시차의 금융변수의 값들에 의

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정상자기회귀모형을 확장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정상과정으

로서 점근정상 자기회귀모형 (asymptotic stationary autoregressive model, ASAR 모형)을 도입한다.

점근정상 자기회귀모형 과정은 통계적으로 해당 시계열이 정상적인 (stationary) 시계열은 아니나 정상

적인 시계열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자기회귀 형태로 모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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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형의기본적인구조는시계열데이터 Z1, · · · , Zn이관찰되었을때

Zt = fn(Zt−1, · · · , Zt−p) + ϵt, t = 1, · · · , n (2.1)

이며 여기서 ϵt는 정상오차과정이고 lim n→∞fn = f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식 (2.1)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점근정상 자기회귀모형은 자기회귀함수 fn이 n에 의존하므로 비정상과정이지만

lim n→∞fn = f이므로 정상과정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점근정상 자기회귀모형은

인공신경망을시계열데이터에사용하기위해 Kim 등 (2004)이도입한모형이다.

참고로 fn이선형인경우

fn(Zt−1, · · · , Zt−p) = φn1Zt−1 + · · ·+ φnpZt−p (2.2)

을 가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n 추정을 위해 두 가지 기법 즉 신경망 기법과 선형모형기법을 사용

한다. 주목할 점은 신경망기법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점근 자기회귀모형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앞으로 “신경망모형”이라 할 때는 비선형 fn (비선형점근자기회귀함수)이 추정되고 있음을 뜻

하며 “선형모형”이라할때는선형 fn (선형점근자기회귀함수)이추정되고있음을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안정중심 접근방식의 목표는 “검정력이 좋은 검정통계량”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실제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경제위기 여부를 감지하는 금융 불안정 지수라는 검정통계

량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귀무가설은 “경제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가설이다. 이론적으로 검정통계

량 도출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량화된 귀무가설 및 대립가설의 수립, 검정통계량의 귀무가설하의 분포

도출, 대립가설에 대한 검정력 검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관점에서 검정통계량 도출 절

차가 진행된다. 즉 귀무가설 및 검정 통계량 도출을 위해 기준구간에서 식 (2.1) 또는 식 (2.2)의 모형

이 가정되어 추정된 후 이를 토대로 적절한 검정통계량이 도출된다. 도출된 검정통계량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귀무가설하의 검정통계량 분포를 추정하는 절차를

밟아 검정 통계량 (불안정지수)을 완성한다. 실증적 절차와 이론적 절차의 큰 차이점은 이론적 절차의

경우귀무가설및대립가설이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의된후검정통계량의분포및검정력을확인한다.

그러나 실증적 절차는 기준구간 및 모형을 사용하여 귀무가설을 추정 및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검정

통계량을 도출하여 다양한 대립가설에 대해 검정력을 확인한 후 귀무가설하의 분포를 추정한다는 점이

다. 여기서검정력확인은대립가설의수치적변화에따라단순계산하는것이아니라실제데이터를통

해 다양하게 관찰되는 경제 현상 (대립가설)들을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실증적 절차의 핵심은 다양한

경제현상 (대립가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정통계량 (불안정지수)의 도출이며 기준구간 선정 및 식

(2.1)과 (2.2)의추정과정은이를뒷받침하기위한논리적절차이다. 오경주와김태윤 (2007)등은 “신경

망 모형”을 통해 개발된 검정통계량 (불안정지수)이 우수한 검정력을 갖고 있음을 보였으나 2008년 경

제위기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한 새로운 검정통계량

(불안정지수)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실증적절차에서주목할점은식 (2.1)과 (2.2)의추정

과정이 기준구간에 대한 적합 (fitting)의 정확도보다 대립가설하의 검정 통계량의 검정력 확인 관점에

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최근 들어 신경망 모형은 다양한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Chatfield,

1993). 시계열분석에서 전통적인 통계 모형 또는 계량경제 모형이 주가, 환율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

운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일정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최근 들어 일단의 금융

공학자 또는 재무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시계열 자료의 대안적 분석 모형으로 비선형 모형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있는 비모수 기법인 인공신경망의 유용성에 주목하여왔다. 인공신경망의 작동원리나 구성요소

는 인간 뇌의 신경조직의 그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k개의 입력변수에 대하여 신경입력마디 (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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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ath)는신호를전달하는매개체인연결강도 (connection weight, wi)를이용하여입력변수에대

한정보를전달한다. 이러한신경망의구조를개략적으로표현하면그림 2.1과같다.

그림 2.1 다층퍼셉트론 인공신경망 구조 (입력변수 k개, 출력변수 1개 가정)

예측모형으로서 인공신경망 구조와 작동원리의 핵심은 위 그림에서 보듯이 입력층과 출력층에 각각

입력변수와 출력변수를 놓고 학습 (learning 혹은 training)을 진행하는 것인데, 학습 시에 생성되는 분

류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줄이는 반복과정을 통해 최종 분류 값에 도달하게 된다. 그 과정, 즉 입

력층에서 중간층으로 넘어가거나 중간층에서 출력층으로 넘어갈 때는 아래의 식 (2.3)과 같은 전이함수

(transfer function 또는 activation function)를통해입력값들이변환된다.

f(X) =
1

1 + exp(−
∑k

i=1 wixi +Θ)
(2.3)

단, X = (x1, x2, · · · , xk)이며 Θ는 편의(bias)로 통계적 모형에서 절편항 (intercept)에 해당한다. 식

(2.3)의 그래프는 S자 모양 (S-curve)을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한 선형 결합 형태인
∑k

i=1 wixi을 -1과

1 사이로 양극화하는 역할을 하여 분류의 적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전이함수는 그림 2.2에

서보는것처럼여러종류가있으나, 금융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본연구에서적용하고자하는 sigmoid

함수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된다.

+1 +1 +1

 0 00

+1 +1 +1

-1

<threshold logic><hard limiter> <sigmoid>

-1

그림 2.2 인공신경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이함수 형태

인공신경망은 대부분의 경우 형태상으로 그림 2.1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층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을 이용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으로는 역전파학습법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을사용한다. BPN 알고리즘은 1980년대후반에 Rumelhart 등 (1986)를통해널리유행된이후,

이학 및 공학 분야를 비롯한 재무, 정보시스템 및 계량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

며 (김상민 등, 1997; 김상민과 황창하, 1998; Kim 등, 2003; 민대기와 현무성, 2009) 본 연구에서도

BPN 알고리즘을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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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금융 불안정지수 도출과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수의 구축과정은 크게 입력변수 선정 및 기준구간 (base period) 선정, 금융

불안정지수 (financial instability index, FII) 및 p값 도출, 그리고 신경망모형과 선형모형 각각을 이용

해 추정한 금융불안정지수 (FII)들을 결합하여 통합금융불안정지수 (integrated FII, IFII)를 도출하는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본 장에서는 모형의 간단한 설정과정을 기술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에서실증분석과함께기술하기로한다.

3.1. 절차 1: 입력변수 및 기준구간 선정

금융불안정 지수 도출에 있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일은 모형의 적절한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것

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반영도가 높은 금융불안정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사용되는 입력변수가

시장의 불규칙한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잘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경제 금융

변수가 입력변수로 사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들 수 있다. 첫

째, 금융불안정지수 (FII)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제

변동상황에선행하는변동구조를가진변수이어야한다. 둘째, 제반경제상황뿐만아니라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충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금융시장 모

니터링을 위해 관찰치가 많고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변수이어야 한다. 금리, 환율, 주가 등은 앞

서언급한세가지의조건을대체로잘충족하는변수들이다. 한편적절한기준구간 (base period)의선

정을 위해서는 입력변수들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절차이다. 여기서

안정적인 구간이란 입력변수의 시계열 데이터들이 정상과정 (stationary process) 혹은 이와 유사한 안

정적움직임을보이는구간을의미한다.

3.2. 절차 2: 신경망 및 선형모형을 이용한 금융 불안정지수 도출

절차 1에서 선정된 기준 구간을 학습표본 구간 (training sample period)으로 설정한 후 2장에서 논

의한 신경망모형과 선형모형에 각각 의해 도출된 예측 값과 실제 관찰 값의 차이, 즉 예측오차를 이용하

여 두 종류의 금융 불안정성지수 (FII1 과 FII2)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금융불안정지수를

도출하기위해표 3.1에나타나있는네종류의예측오차평가척도들을고려한다.

3.3. 절차 3: 통합금융불안정지수 (IFII) 도출

절차 2에서 도출된 두 개의 금융불안정지수 (FII)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금융

시장 불안정 지수인 통합금융불안정지수 (IFII)를 도출한다. 두 불안정성 지수의 최적 결합 가중치(비

율)를찾기위해본논문에서고려하는방식은다음과같다:

실제 금융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지수가 존재하며 이를 TECI(t) (t 시점의 실제경제상황지수, true

economic condition index at t)라고 하자. 그러면 두 개의 FII, 즉 FII1 (t) (t 시점의 신경망모형기

반 금융불안정지수), FII2 (t) (t시점의 선형모형기반 금융불안정지수)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

기위한최적결합비율 w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w = argminw

∑
t∈T

[TECI(t)− wFII1(t)− (1− w)FII2(t)]
2 (3.1)

여기서 argminwQ(w)는 Q(w)를 최소로 하는 w를 뜻한다. 이 경우 집합 T는 과거 구간으로부터 얻

어지는 적절한 시험구간이다. 식 (3.1)를 실행하는 데 부딪히는 문제는 실제경제상황지수인 TEC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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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본 연구에서 고려한 예측오차 측정지표

예측오차 측정지표 산식

RMSE
√∑q

i=0

(Zi − Ẑi)
2

q(root mean square error)

MAE ∑q
i=0

∣∣∣Zi − Ẑi

∣∣∣
q

(mean absolute error)

MAPE 1 1

q

∑q
i=0

∣∣∣Zi − Ẑi

∣∣∣
Ẑi

× 100(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2 1

q

∑q
i=0

∣∣∣Zi − Ẑi

∣∣∣
Zi

× 100(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Zi = i 시점에서 관찰된 변수의 값.

Ẑi = f̂n0(Zi−1, · · · , Zi−p) = 차수 p의 점근정상자기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값.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적절한 추정치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합절차를 통해 단일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다음 장에서 이 모형의 실증적 도출과

정을한국의주식시장자료를이용하여실행해보기로한다.

또한 금융시장의안정 또는 불안정성 여부를판단하는확률을계산하기위해금융불안정지수 (FII1과

FII2) 분포로부터 p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귀무가설하의 금융불안정지수 (FII1 과 FII2) 분포는 기준

구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분포추정량 (empirical distribution estimator)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추정분포를사용하여 p값을계산할수있다. 여기서경험분포추정량은

F̂ (x) = x보다작은데이터수/ 총관찰데이터수 (3.2)

로 정의된다. 이 분포에서 산출된 p값은 기본적으로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적일 확률을 의미하므로

금융위기 감지 또는 조기경보신호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모형을 재추정하거나 수정하는

데활용될수있다.

4. 실증분석

한국의주식시장은 1990년대후반있었던외환위기이후금융산업과시장전반에걸쳐추진된포괄적

이고실질적인자유화와개방에힘입어주가는변동폭이확대되는가운데시장상황을비교적잘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시장 효율성 제고에 힘입어 주가지수는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상

황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 정보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요국 주식시장과의 동조성도 뚜렷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효율적인 움직임은 주가가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여

건을 판단하게 하는 유용한 대표적인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

이나 경제 위기관련 연구자들은 주가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위기 판단을 위한 금융시장의 모니터링에 다

각적인노력을기울이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하겠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에서 제안한 금융 불안정지수 개발 절차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한국의종합주가지수 (KOSPI)를대상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며, 이과정을통해신경망모형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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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모형에의해도출된두불안정성지수의최적결합비율을찾아내는시도를하게된다.

4.1. 기준구간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기준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과거 안정적인 주식시장

의 구간을 찾는 과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크게 확대된

1993년 이후의 KOSPI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5년이 안정적 구간을 나타내는 기

준구간 (base period)으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1994년 이후의 KOSPI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

4.1을 보면 1995년의 경우, KOSPI가 900 포인트에서 1000 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다른 구간에

비해 급등 혹은 급락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구간에 KOSPI의 거래량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시장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특히 주식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DP 성장률과 같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초경제여건 (fundamental)을

기준으로하였을경우에도 1995년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구간으로판단되었다.

그림 4.1 KOSPI의 변동 추이 (1994년 1월 - 2009년 6월)

4.2. 신경망모형과 선형모형을 이용한 주식시장 블안정지수 개발

1995년의 KOSPI의 원계열을 Z1, Z2, . . . , Zn로 표시하자. 여기서 Z1, Z2, . . . , Zn는 움직임 자체는

안정적이다. 그림 4.1을 보면 1995년의 KOSPI의 움직임은 대체로 평균과 분산이 변동은 있으나 안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점근 정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1995년 KOSPI 시계열의 표본자기

회귀함수 (SACF)를 그림 4.2에서 확인한 결과 시차가 커짐에 따라 자기상관계수가 0으로 접근하지만

접근하는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SACF의 모습은 KOSPI가 점

근적자기회귀과정을따른다는본분석모형의가정이타당함을뜻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관찰을토대로실증분석에서이용하는점근정상자기회귀모형은식 (4.1)과같다.

Zt,n = fn(Zt−1, Zt−2, Zt−3) + ϵt, t = 1, 2, . . . , n (4.1)

여기서 fn의 차수 (order) 3은 인공신경망의 적합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다양한 차수를 설정한

뒤 인공신경망을 적용하여 잔차의 크기가 작으면서 정상과정으로 보이는 차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신



342 Kyung Joo Oh · Tae Yoon Kim · Kiwoong Jung · Chiho Kim

그림 4.2 1995년 KOSPI 원계열의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

경망모형과선형모형의적합과정을거쳐추정된식은다음과같다.

ẐAN
t,289 = f̂289(Zt−1, Zt−2, Zt−3) + 0.1415ϵ̂t−1, (4.2)

ẐLM
t,289 = 1.0164Zt−1 − 0.0069Zt−2 − 0.01Zt−3 (4.3)

식 (4.2)는신경망모형을이용한추정식을나타내며 n = 289는 1995년도주가데이터개수이다. n이

구체적 수치로 표기된 이유는 점근정상과정의 평균함수가 n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신경망의 경우 f̂289

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신경망이 구체적인 적합식을 제시하지 않고 적합결과만을 제시하기 때

문이다. 또한 신경망의 경우 신경망 모형을 적합시킨 후 잔차들을 정상과정인 AR(1)을 통해 추가 적합

시켰음을밝혀둔다.

선형 적합의 결과인 식 (4.3)은 선형 AR(3) 모형을 적합시킨 결과가 실제로는 자기회귀계수 φ가 1에

가까운 선형 AR(1)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선형 모형을 모수적으로 강제 적합시킬 경우 단위근

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 AR모형의 차

수 (order)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자기상관계수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 추정결과와단위근검정결과는그림 4.2와표 4.1에나와있다. 그림 4.2의 PACF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원계열 KOSPI를 적합시킨 결과 PACF가 0으로 절단되는 시점 바로 이전 시점으로 AR 모형

의 차수 (order)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형 AR(1)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단위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잘 알려진 딕키 풀러 (Dickey-Fuller)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30905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하나 딕키 풀러 검정은 단위근이 1은 아니지

만 1에 가까운 유사 단위근인 경우 검정력이 매우 낮아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비정상과정

으로 강하게 확신할 정도로 p값 자체가 높은 값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1995년

KOSPI는 선형점근정상자기회귀모형보다는 비선형점근정상자기회귀 모형이 좀 더 바람직한 적합 결과

를 제공하며 강제로 선형 모형을 적합시킬 경우 유사 단위근을 갖는 AR(1) 과정에 가깝게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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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점근 자기회귀 (점근 AR)모형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입증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표 4.1 1995 KOSPI 에 대한 딕키 풀러 (Dickey-Fuller) 검정 결과

OBS TYPE NAME MSE Intercept DLAG V TAU TREND p-value

1 OLS 87.6248 25.054 -0.02715 -1.94931 1 0.30905

2 COV Intercept 87.6248 169.744 -0.18132 -1.94931 1 0.30905

3 COV DLAG V 87.6248 -0.181 0.00019 -1.94931 1 0.30905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점근 AR모형에서 fn이 신경망모형일 경우 식 (4.2)를, fn이

선형모형일 경우 식 (4.3)을 사용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각각의 주식시장 불안정지수 (stock

market instability index, SMII)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인공신경망은 금융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

되는 역전파 (back propogation network, BPN) 알고리즘 (3×3×1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

work)을 사용하였다. 1995년을 기준구간으로 하여 훈련시킨 신경망 혹은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훈련된

KOSPI와 실제 KOSPI의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과

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예측오차의 평가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

럼 RMSE, MAE, MAPE1, 그리고 MAPE2 등 네 가지 예측오차 기준들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식

시장불안정지수 (SMII)를식 (4.4)와같은방법으로 0과 1 사이로표준화시켰다.

SMII∗(t) =
SMII(t)−min1≤t≤T SMII(t)

max1≤t≤T SMII(t)−min1≤t≤T SMII(t)
(4.4)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통합주식시장불안정지수 (ISMII)의 도출 및 p값을 이용

한조기경보시스템구축시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의분포를안정적으로만들기위함이며, 또한신

경망모형을 이용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1과 선형모형을 이용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2값의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논리적인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급되는 주식시장불안정

지수는별다른언급이없는한표준화된주식시장불안정지수이다.

그림 4.3은 인공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예측오차 평가척도들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평가척도가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MAPE2가가장실제경제상황과유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특히주식시장이본격적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2006년이후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척도들은

2006년부터 2008년 초반을 1997년과 유사한 경제위기로 판단하는 등 실제 경제상황과 상당히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모형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1를 도출하는 데 있어

MAPE2를이용하였다.

그림 4.3 신경망모형 SMII1 의 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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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4.4는 선형모형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2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SMII1과

마찬가지로 SMII2도 MAPE2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추후 두 지수의 논리적 결합을 위한 것이 주된 이

유이다.

<미표준화 선형AR모형 MAPE2> <표준화 선형AR모형 MAPE2>

그림 4.4 선형AR모형 SMII2 시도표

다음으로 금융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확률을 산출하기 위해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들의 p값을

식 (3.2)의 경험확률분포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산출된 p값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식시장

이안정적이라고판단할확률을의미하므로위기감지나조기경보신호로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계

산된 주식시장불안정지수들을 추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형의 재추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

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는 신경망모형과 선형모형에 의거 도출된 주식시

장불안정지수에대한 p값을보여주고있다.

<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SMII1의 p값> <선형 모형을 이용한 SMII2의 p값 >

그림 4.5 SMII의 p값 시도표

4.3. 신경망모형과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SMII의 결합

실증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림 4.6은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1

)와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2)를 가중치를 다르게 하면서 결합한 IS-

MII 그래프이다. 예를 들어, 그림 4.6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9 1은 신경망을 이용한 SMII1과 선형모

형을 이용한 SMII2의 결합 비율이 9:1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SMII1과 SMII2 결합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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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w : (10− 10w) (0 ≤ w ≤ 1)인경우를구체적인수식으로나타내면

ISMII(t) = wSMII1(t) + (1− w)SMII2(t) (4.5)

이다. 주목할점은식 (4.5)에서 SMII1(t)와 SMII2(t) 모두 0과 1 사이의값을갖는다는점이다.

그림 4.6 결합비율에 따른 통합주식시장불안정지수(ISMII) 시도표

그림 4.6의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신경망모형의 비중이 높은 9 1 그래프는 매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

며 선형모형의 비중이 높은 1 9 그래프는 변동이 심한 가운데 매우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그림 4.7에서보는바와같이실제대형금융위기의발생구간에대한 ISMII의설명력을놓고보

면다른결론에도달한다.

그림 4.6과 그림 4.7의 9 1 그래프는 SMII1 (신경망기반 주식시장불안정지수)의 움직임을 주로 나

타내며 2008년 중반까지 국내경제의 움직임과 대략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네 개의

봉우리 중 첫 번째는 97년 IMF 위기, 두 번째는 2000-2001년 현대를 비롯한 대그룹들의 유동성 위기,

세 번째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에 의한 위기, 네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각각 보여주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의 표 A.1 월별 경제위기 관련사건 요약표 참조). 그러나 2008년 글로벌 위

기시 ISMII 값이하향하는등경제위기를나타내는지수로서의역할에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한편 그림 4.6과 그림 4.7의 1 9 그래프는 SMII2 (선형모형 주식시장불안정지수)의 움직임을 주로

나타내며 1997년과 2008년 두 위기에 적절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7년 위기 이

후 지속적으로 1995년으로 상정된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2008년 또 다시 큰 위기가 있

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 9 그래프는 중간에 발생한 위기들을 다른 비율의 통합주식시

장불안정지수 (ISMII)값들 만큼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위기경보지수로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경제의 적절한 금융위기 판단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SMII1과

SMII2에 각각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이 관찰되는 주원인은 아마도 SMII1과 SMII2의 기본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SMII1은 1995년 KOSPI 데이터에 신경망을 적합시킨 결과이므로 실제 관찰된 KOSPI 값과 1995년

KOSPI 값의 “수치적차이”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게되고그러한차이의변화가실제경제상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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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ISMII의 시도표와 대형 금융위기의 발생 시점

와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SMII2는 구조를 선형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관찰된 KOSPI 값이 추정

된 1995의 KOSPI 선형모형구조를크게벗어나는경우 “구조적차이”에의해민감하게큰폭으로반응

하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두 모형에 의해 도출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1과

SMII2)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통합된 주식시장 불안정성 지수 (ISMII)를 찾는 작업

을 시도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최적 가중치의 산출은 식 (3.2)의 절차에 따른다. 실제로 식

(3.2)의 실제경제상황지수 (TECI)의 추정을 위해 SMII1과 SMII2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

한바처럼 SMII1이 2004년까지실제경제상황을충실히반영하였으나그이후특히 2008년의글로벌

금융위기시 문제가 있었던 반면 동일구간에선 오히려 SMII2가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2004년 12월까지는 SMII1을 TECI로 추정하고 2005년 1월 이후는 SMII2로

TECI를 추정하였다. 또한 시험구간 T는 2000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적의 w 및 1 − w는 0.50502와 0,49498로 계산되었다. 이 가중치를 적용한 ISMII의 그

래프는 그림 4.6의 5 5 그래프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림 4.6의 5 5 그래프에서 통합

주식시장불안정지수 (ISMII)의범위 0.2-0.5를금융위기가능성이높은상황, 0.5 이상을금융위기상황

으로정의할경우국내위기관련국내경제상황을상당히잘반영하는것을알수있다. 즉, 위에서언급

한 네 개의 금융위기를 적기에 반영하며 특히 1997과 2008의 실제 위기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들의 p값을 산출하여 앞서 수행하였던 것처

럼 적절한 비율의 결합을 통해 위기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조기경보지표를 만들어볼 수 있다. 여기서

SMII1의 p값과 SMII2의 p값의 결합은 두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의 계산된 p값들을 식 (4.5)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결합된 p값은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확률을 뜻하

므로 통계적 (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은 실제로 조기경보를 발령

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0과 1 사이의 값을 항상 취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자동적으로 표준화하는 기술적 장점이 있다. 참고로 다양한 비율의 p값 결합 그래프를

그려본것이그림 4.8인데, 여기에서는상이한몇결합비율에따른 p값움직임과실제 KOSPI의움직임

을함께보여주고있다. 이그래프에서 p값이크다는것은시장상황이안정구간에있을확률이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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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의미한다.

그림 4.8 결합비율에 따른 ISMII의 p값 시도표

그림 4.8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 살펴보면, 9 1 그래프의 경우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 오

히려 p값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 5와 1 9 그래프 경우 모두 주요 위기 구간에서 p값이

하락하여 p값이 실제 위기 상황과 부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 9 그래프의 움직임은 너무 변

동성이 심하여 이에 의거 위기감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p값의

최적 결합비율은 통합주식시장불안정지수 (ISMII)의 최적결합 비율과 같이 5:5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그림 4.9 결합 p값 시도표와 주요 금융위기 발생 시점

이러한 판단은 그림 4.9와 그림 4.10에 있는 2008년 경제위기시 5 5 p값의 움직임을 통해 다시 한

번 뒷받침된다. 특히 그림 4.10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7년



348 Kyung Joo Oh · Tae Yoon Kim · Kiwoong Jung · Chiho Kim

그림 4.10 KOSPI와 5 5의 p값 시도표

8월에 p값이낮아진후점차상승하고있는점, 글로벌금융위기가직접한국경제에영향을미치기시작

한 2008년 9월 급속히 낮아진 후 2009년 2월에서야 점차 높아지는 점 등이다. 또 5:5 최적결합 p값 그

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1997년의 IMF위기의 정도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997년 위기 때의 p값이 2008년의 p값보다 훨씬 작다는 사

실, 즉 p값 수치만으로 위기의 강약을 판단한 것인데, 두 시기의 주식시장 변동성 또는 효율성, 거시경

제조건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

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KOSPI에 의거 도출된 결합 ISMII p값의 움직임이 위

기 상황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모형 (신경망점근정상자기회귀모형)과 선형모형 (선형점근정상자기회귀모형)에

의거 금융시장의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주식시장불안정지수

(SMII1 및 SMII2)들을도출하고이둘을결합한통합주식시장불안정지수 (ISMII)를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오경주와 김태윤 (2007)의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신경망 모형을 사용

한 SMII1의 검정력을 개선하기 위해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SMII2를 도출하여 이 둘을 5:5 비율로 결

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수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지수의 실제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력을 크게 높

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율, 원유시장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 움직임의 안정

성 여부를 알아보는 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효율적

리스크 감시를 위해 통합주식시장불안정지수 (ISMII)를 이용하여 불안정성을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구

체적인 ‘위험허용수준’을설정하는데도하나의기준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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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A.1 월별 경제위기관련사건 요약표 (1997년 1월 - 2009년 8월)

년 월 내용

1997

01 한보그룹 부도

03 삼미그룹 부도

04 진로의 유동성위기

05 대농/기아차의 유동성위기

10 기아차 부도

11 해태그룹/뉴코어그룹 부도

12 한라그룹 부도

1998

01 나산그룹/극동건설 부도

03 제일종금금 부도

05 동아건설/태창 부도

07 조흥은행/강원산업/신원그룹 워크아웃시작

08 국제/태양/BTC/고려생명등 4개 생보사 퇴출

09 국제상사 부도

10 갑을그룹 부도

1999

03 실험률 9%대 진입

04 대한종금 및 9개 저축은행 부도

06 삼성자동차 부도

07 대우그룹 유동성위기 시작

08 대우그룹 유동성위기 지속

09 대우그룹 유동성위기 지속

11 대우그룹내 6개사 워크아웃 시작

2000

04 한국투신/대한투식 유동성위기

05 새한그룹 워크아웃 시작

06 현대그룹 유동성위기

07 3개의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08 우방/한국종금 부도

09 대우차 유동성위기

10 동아건설 유동성위기

11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12 어음부도율 급속히 증가

2001

02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03 고려산업개발 부도

04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07 금융감독원 대출대사 18개 기업 선정발표

09 9/11테러

2003
02 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09 국민카드 국민은행으로 흡수 합병

2004
02 외환카드 외환은행으로 흡수 합병

03 우리신용카드 우리은행으로 흡수 합병

2005 07 S&P社,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상향

2007

01 한국은행,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 확대 실시

05 R&I(일본계 신용평가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

06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07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2008

07 KIKO 등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09 리먼브라더스 투자회사 파산신청

12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2009

02 쌍용차 법정관리 결정

03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 연장

06 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기간 연장

* 위 표는 한국은행 발간 “한국은행 경제일지” (1997-2009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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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solve data scarcity problem related to crisis, Oh and Kim (2007)

proposed to use stability oriented approach which focuses a base period of financial

market, fits asymptotic stationary autoregressive model to the base period and then

compares the fitted model with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Based on such approach,

they developed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index. However, since neural network, their

major tool, depends on the base period too heavily, their instability index tends to suffer

from inaccuracy. In this study, we consider linear asymptotic stationary autoregressive

model and neural network to fit the base period and produce two instability indexes

independently. Then the two indexes are combined into one integrated instability index

via newly proposed combining method. It turns out that the combined instability

performs reliabl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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