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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상해, 심천, 홍콩증권시장간의 정보이전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세 개의 중국

증권시장은 모두 미국의 증권시장수익률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 그 정도는 개방화가 제일 잘된

홍콩증권시장이 가장 크며 상해증권시장, 심천증권시장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해증권시장이나 심천증권시장은 서로 간에 수익률이전효과나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시장은 모두 홍콩증권시장수익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증

권시장의 움직임을 통제하면 이러한 효과는 사라지게 되어 중국의 증권시장간의 정보이전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중국의 세 개의 증권시장이 상호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증권시장 연구 시 시장 간의 독립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용어: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모형, 정보이전효과, 중국증권시

장, 홍콩거래소.

1. 서 론

중국경제는 개방과 함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으므로 중국증권시장에 대

한 이해는 매우 필요하다. 중국의 증시는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증시 등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증권거래소가 한 개인 우리나라와 뚜렷하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여러 개의 증시가 존재한다는 것

은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또는 자본조달과정에서 복수의 선택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해, 심천, 홍콩의 증시에 대한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키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동시적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세 개 증시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증권시장에대한국내의분석은대부분한국증권시장과의동조화와관련된내용이다.이때중

국증권시장으로는 상해 혹은 심천 등의 지수를 이용하지만 중국증권시장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시장만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중

국의 세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 (GARCH; generalized

auto 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 중 하나인 GARCH-M모형으로 정보이전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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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서론과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을 밝혔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본 연

구의 차별적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중국의

상해, 심천, 홍콩증시의 주가지수의 연관관계에 대해 GARCH-M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그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밝혔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987년블랙먼데이사태로미국증시폭락이전세계주식시장의동반폭락으로나타난이후서로다른

국가주식시장간의동조화에관한연구가시작되었다. Becker등 (1990), Hamao등 (1990), Koutmos

와 Booth (1995)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인데 이들은 벡터자기회귀모형, 동태적 연립방정식모형,

GARCH모형 등을 이용해서 주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 사이의 동조화를 연구하였다.

한국의 선행연구 중 중국시장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의 주가와 중국

의 주가의 동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는 시기 혹은 방법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Yi

(2009)는 GARCH-M 및 GJR (Glosten-Jagannathan-Runkle) -GARCH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 한국과 중국 간에는 유의적인 동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그러나 Kim과Moon (2010)은글로벌금융위기전후기간을분석자료로하여동조화현

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시장이 동조화됨을 보이고 있다. Jung과 Jung (2010)은 한국과 중국의

증시가 효율적이라면 한 시장에서의 정보는 즉각적 또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시장에 전이될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한 시장에서의 당일 수익률 및 변동성이 다른 시장의 당일 수익률 및 변동성으

로 전이되는 동조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1994∼2009년 중 한·중 간에 동조화가 존재하고, 최근에 그

동조화가 강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중국시장을 대표한 값으로 상해증권시장 혹은 심천증권시장을 사용하고 있

으나중국증권시장들의대표성이나차이점에대한논의는없는실정이다.본연구에서는중국국내의

세시장을대상으로 GARCH-M모형을이용하여정보이전효과가있는가를검증할것이다.그리고그

결과를 통해서 중국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와 자본조달에 유용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실증분석

3.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전의 관점에서 상해, 심천, 홍콩 세 개의 증권시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GARCH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GARCH모형은 Bollerslev (1987)에 의해 제시된 모형이며 그 이후

GARCH-M (GARCH-in mean), IGARCH (integrated GARCH), TGARCH (threshold GARCH),

EGARCH (exponential GARCH) 등 다양한 모습의 변형모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ngle 등 (1987)에 의해 제시된 GARCH-M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GARCH-M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조건부 평균식 : rt = α+ βht + ϵt

조건부 분산식 : ht = a+ bϵ2t−1 + cht−1 + ϵt

단, rt: 각 지수의 수익률, ϵt: 수익률의 잔차

이 경우 다른 시장의 수익률을 외생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대칭적 정보 이전효과, 즉 외생변수가

시장의 수익률에 미치는 정보이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Y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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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평균식 : rt = α+ βht + γjt−1 + ϵt

조건부 분산식 : ht = a+ bϵ2t−1 + cht−1 + dξ2t−1 + ϵt

단, jt: 외생변수의 수익률, ξt: 외생변수의 잔차

여기서 중요한 관심사는 대칭적 정보 이전효과가 있느냐의 여부이므로 조건부 평균식에서 계수 γ

의 값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γ값이 유의적인 양수라면, 외생변수로 사

용한다른거래소의지수가대상거래소의지수에영향을준다고판단할수있으므로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건부 분산식에서 계수 d의 값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다면 이는 한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가 다른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한 시장이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시장의 수익률을 외생변수로 삽입하여 심천, 상해, 홍콩 등 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경제의 핵심이며 대부분의 증권시장이 미국과

동조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세 시장의 성격이 유사하다면 강하게 미국시장의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세 시장 간의 정보이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장을 종속변수로, 다른 시장을 외생

변수로 하여 모형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세 시장이 각기 독립적이라면 어느 한 시장이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어느 시장이 다른 시장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시장을 외생변수로 한 모형식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갖게 될 것이다.

3.2. 정보이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는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0년 동안의 상해, 심천, 홍콩주가지

수이다. 각 지수의 일별수익률의 기본 통계량은 Table 3.1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일별 수익률 rt는

rt = log(Pt/Pt−1)와 같이 지수의 로그값으로 계산된다 (Kim과 Kwon, 2011). 그리고 Pt는 t시점의

지수이다.

지수수익률의 평균을 살펴보면 심천의 수익률이 0.04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상해의 수익률이

0.027%, 홍콩의 수익률은 0.012%로 나타나 본토의 수익률이 홍콩의 수익률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NYSE; New York stock exchange)의 수익률은 -0.004%로 음

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는 각 시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심천은 표준편차가 1.94%로 가장 높으며, 상해는 1.78%, 홍콩은 1.77%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의 수

익률의 정규성 여부를 나타내는 Jarque-Bera 통계량은 모든 시장이 매우 커서 수익률이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3.1 Daily return from stock indices

Shanghai Shenzehn Hongkong NYSE

mean 0.000272 0.000460 0.000120 -0.000043

median 0.000351 0.001046 0.000353 0.000588

maximum 0.109599 0.106096 0.134068 0.109572

minimum -0.127636 -0.133685 -0.146954 -0.137989

standard dev. 0.017986 0.019442 0.017702 0.014541

skewness -0.208724 -0.539739 -0.278624 -0.356442

kurtosis 8.144621 8.172417 12.08948 12.28796

Jarque-Bera 2751.833 2883.817 8565.900 8963.075

(sig. level)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sample size 2479 2479 2479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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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장의 상호의존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Table 3.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2 Correlation between stock indices

Shanghai Shenzehn Hongkong NYSE

Shanghai
1.000000

( - )

Shenzehn
0.935974 1.000000

(0.0000) (- )

Hongkong
0.352294 0.303519 1.000000

(0.0000) (0.0000) ( - )

NYSE
0.053764 0.037075 0.252604 1.000000

(0.0074) (0.0649) (0.0000) ( - )

( ) significance level

중국본토의증권거래소로서로강한상관관계를가질것이라예측할수있는상해와심천의수익률

의상관계수는 0.936으로거의동일한지수수준에가까운관계를보여준다.또한상해와홍콩,상해와

심천의수익률의상관관계도각각 0.35와 0.30으로나타나매우밀접한관계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세 시장의 관계는 매우 차이를 보인다. 홍콩은 미국과의 상관계수가 0.25로 상해

및 심천에 버금가는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상해의 수익률은 미국과의 상관계수가 0.0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심천의 수익률인데 심천의 수익률과 미국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는

0.037에 불과하여 5% 유의수준 하에서도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이러한 결과는 중국본토의 수익률

특히심천의수익률의움직임은다른거래소의수익률에비해독자성이강한모습을보여준다는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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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Return graphs of stock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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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에는 각 시장의 수익률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다. 그래프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해와 심

천의 수익률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홍콩은 상해와 미국의 수익률의 중간정도의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수익률이전효과는 GARCH-M모형의 평균방정식으로 추정할 수 있고, 변동성전이효과는 분산방

정식으로추정할수있다.평균방정식에서 γ (혹은 δ)의값이유의한경우다른시장의전일수익률이

그 시장의 당일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γ의 값이 음이며 유

의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 시장이 다른 시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의 표본처럼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γ

의값이양수인지아닌지에대해단측으로검증했다.단측검증시유의할점은 z값에대한유의수준이

양측검증시의 절반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채택과 기각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변동성의 이전효과의 경우도 수익률이전효과와 마찬가지로 한 시장의 변동성의 증가가 다른 시장의

변동성의 감소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산방정식의 계수인 b, c, d (혹은 e) 값들도 γ와

마찬가지로 단측검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Jung 등, 2012).

Table 3.3을 살펴보면 심천, 상해, 홍콩 세 시장이 모두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익률이전효과를 나타내는 γ를 보면 심천거래소는 0.0741, 상해거래소는 0.0944, 홍콩거래소

는 0.4677로 나타났다. 세 시장의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모두 0.022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 시장

모두 1%유의수준하에서유의하지만그유의도는홍콩이가장강력하며다음으로상해,심천거래소

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Table 3.2의 상관계수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가장

국제화정도가 높은 홍콩시장이 미국시장에 가장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심천시장이 가장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변동성전이효과를 나타내는 분산방정식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시장이 심천거래소나 상해거

래소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값이 음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중국본토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반면미국시장이홍콩시장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 d 값은 0.0248로나타났는데이

는홍콩시장의변동성은미국의변동성에강하게영향을받는다는의미로가장개방화된홍콩시장이

모든 면에서 미국시장과 강하게 동조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Table 3.3 Information transfer effects between US and China

NYSEShenzehn NYSEShanghai NYSEHongkong

conditional mean equation : rt = α + βht + γjt−1 + ϵt

α
-0.000468 -0.000133 0.000466

(0.000433) (0.000443) (0.000322)

β
3.145054 2.280674 0.143581

(1.460900)** (1.718321)* (1.689545)

γ
0.074102 0.094425 0.467714

(0.023571)*** (0.022571)*** (0.021131)***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 ht = a + bϵ2t−1 + cht−1 + dξ2t−1 + ϵt

a
3.71E-06 3.73E-06 2.51E-06

(5.96E-07)*** (5.34E-07)*** (5.61E-07)***

b
0.076493 0.065416 0.083472

(0.004583)*** (0.004288)*** (0.006981)***

c
0.920516 0.928702 0.888076

(0.003843)*** (0.003889)*** (0.009398)***

d
-0.005588 -0.005705 0.024845

(0.001899) (0.001591) (0.006416)***

( ) standard error

*, **, ***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10%, 5%, 1%.



1080 Sang-Woo Lee · Eui-Kyung Lee

이번에는 중국의 세 시장, 즉 심천거래소, 상해거래소, 홍콩거래소 간의 정보이전효과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3.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심천거래소를 살펴보면 상해거래소가 심천거래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나타내는 γ

값은 0.027로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Table 3.2에서양자의상관계수는 0.9를넘는높은

상관관계를보이고있지만상해시장이심천시장을선행하는모습은보이지않고있다.하지만조건부

분산방정식에서 d값이 0.029로 나타나 상해시장의 변동성이 심천거래소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거래소가 심천거래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γ값은 0.024로 나타나 10%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홍콩거래소가 심천거래소를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분산방정식에서 d값은 유의성이 없어 홍콩거래소의 변동성이 심천거래소의 변동성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천거래소가 상해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평균방정식에서 γ값의 추정치는 -0.020으로

나타나 심천거래소가 상해거래소에 미치는 수익률이전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전

이를 나타내는 분산방정식의 d값의 추정치 역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간에는 변동성전

이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4 Information transfer effects among China stock markets

Shanghai Hongkong Shenzehn Honkong Shenzehn Shanghai

⇒ ⇒ ⇒ ⇒ ⇒ ⇒
Shenzehn Shenzehn Shanghai Shanghai Hongkong Hongkong

conditional mean equation : rt = α + βht + γjt−1 + ϵt

α
-0.000438 -0.000394 0.000037 -0.000044 0.000526 -0.002753

(0.0004) (0.0004) (0.0004) (0.0004) (0.0003) (0.0023)

β
2.718907 2.858440 1.717971 1.918764 0.915864 5.569418

(1.5699)** (1.4529)** (1.698143) (1.701326) (1.600863) (3.9539)*

γ
0.027074 0.024446 -0.020551 0.033296 -0.018381 -0.074870

(0.0234) (0.0164)* (0.018626) (0.0154)* (0.0141) (0.0260)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 ht = a + bϵ2t−1 + cht−1 + dξ2t−1 + ϵt

a
0.000002 0.000003 0.0000002 0.000003 0.0000001 0.00023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
0.052233 0.077729 0.069120 0.066357 0.072856 0.124047

(0.009)*** (0.005)*** (0.004)*** (0.005)*** (0.006)*** (0.028)***

c
0.920269 0.919804 0.924680 0.928751 0.921788 0.532253

(0.004)*** (0.004)*** (0.004)*** (0.004)*** (0.007)*** (0.087)***

d
0.029387 -0.002132 0.000012 -0.002987 0.000019 -0.035599

(0.009)*** (0.002) (0.000) (0.001414) (0.000) (0.00288)

( ) standard error

*, **, ***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10%, 5%, 1%.

홍콩거래소가 상해거래소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방정식의 γ값은 0.033으로 나타나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성전이효과를 나타내는 분산방정식에서 계수값

d의 추정치는 -0.003으로 유의성이 없는데 이 역시 홍콩거래소와 심천거래소의 관계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심천거래소나상해거래소는홍콩시장의수익률에대한이전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평

균방정식에서 γ값의 추정치는 각각 -0.018 및 -0.074로 나타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변동성의 이전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변동성전이효과를 나타내는 분산방정식의 d값은

0.000 및 -0.035로 추정되어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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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에서미국시장이홍콩시장뿐아니라중국본토시장인심천과상해거래소에수익률이전효

과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또한가장개방화된홍콩시장이중국본토시장에수익률이전효과가

있음도확인하였다.그러나홍콩시장이중국본토시장에미치는영향은미국시장의영향에비해매우

작으며 이러한 효과는 미국시장의 영향이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에 미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효과를통제하기위해미국의수익률을통제변수로삼아중국의세시장간의정보이전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GARCH-M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조건부 평균식 : rt = α+ βht + γjt−1 + δit−1 + ϵt

조건부 분산식 : ht = a+ bϵ2t−1 + cht−1 + dξ2t−1 + eζ2t−1 + ϵt

단, jt: 다른 거래소 지수의 수익률, it: 통제 거래소 (미국)의 수익률

ξt: 다른 거래소 지수의 잔차, ζt: 통제 거래소 (미국)의 잔차

Table 3.5 Information transfer effects under the control of US return

NYSE, Shanghai NYSE, Hongkong NYSE, Shenzehn NYSE, Hongkong NYSE, Shenzehn NYSE, Shanghai

⇒ ⇒ ⇒ ⇒ ⇒ ⇒
Shenzehn Shenzehn Shanghai Shanghai Hongkong Hongkong

conditional mena equation : rt = α + βht + γjt−1 + δit−1 + ϵt

α
-0.000553 -0.000472 -0.000007 -0.000141 0.000478 0.000470

(0.0004) (0.0004) (0.0004) (0.0004) (0.0003) (0.0003)

β
3.006766 3.168940 2.155193 2.301463 0.120615 0.121332

(1.6050)** (1.4803)** (1.7207) (1.7385)* (1.6987) (1.7142)

γ
0.026923 0.010587 -0.021309 0.015543 -0.007704 -0.018979

(0.0235) (0.0167) (0.0186) (0.0157) (0.0066) (0.0149)

0.083062 0.072573 0.093128 0.091280 0.466553 0.468567

(0.0235)*** (0.0236)*** (0.0228)*** (0.0230)*** (0.0212)*** (0.0211)***

conditional variance equation : ht = a + bϵ2t−1 + cht−1 + dξ2t−1 + eζ2t−1 + ϵt

a
0.0000038 0.0000027 0.0000023 0.0000038 0.0000024 0.0000023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b
0.043620 0.076828 0.066720 0.065564 0.082699 0.080989

(0.0087)*** (0.0049)*** (0.0043)*** (0.0045)*** (0.0069)*** (0.0068)***

c
0.922967 0.918843 0.928167 0.927210 0.888950 0.889655

(0.0037)*** (0.0044)*** (0.0039)*** (0.0045)*** (0.0093)*** (0.0093)***

d
0.036177 0.002442 0.0000122 0.001635 -0.000002 0.001087

(0.0100)*** (0.0022) (0.0000) (0.0019) (0.0000) (0.0015)

e
-0.006059 -0.007011 -0.005826 -0.006679 0.024790 0.024609

(0.0017) (0.0023) (0.0015) (0.0020) (0.0063)*** (0.0063)***

( ) standard error

*, **, ***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10%, 5%, 1%.

검증결과는 Table 3.5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제변수

인 미국수익률에 대한 계수의 추정값 (δ)은 어떤 모형에서도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미국의 수익률이 상해, 심천, 홍콩의 수익률에 정보이전효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Table 3.4와 마찬가지로 상해거래소의 수익률이 심천거래소의 수익률에 수익률이전효과를 보이지

는 않는다. 하지만 분산방정식의 계수의 추정값 (d)은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여 상해거래소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심천거래소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홍콩거래소는 심천거래소에 수익률이전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하는 경우 계수의 추정치가 0.010으로 하락하여 유의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홍콩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심천거래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거래소

의 영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해거래소의수익률도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미국의수익률을통제하는경우심천거래소는

상해거래소에 정보이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방정식을 보더라도 변동성의 이전효과



1082 Sang-Woo Lee · Eui-Kyung Lee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거래소는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10%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였으나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하면 γ값이 0.015로 나타나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거래소의 수익률도 미국의 수익률을 통제하기 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천거래소

나 상해거래소의 수익률로부터의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γ값의

유의성이 없음), 변동성전이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d값의 유의성이 없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의 세 개의 거래소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개방정도

가 높은 홍콩거래소가 가장 많은 정보이전 및 변동성전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 시장 간에는 유의적인 정보이전효과나 변동성전이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중국의 상해, 심천, 홍콩증권시장을 분석하여 세 개의 증권시장 사이의 정보이전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GARCH-M모형을 통해 세 시장 간의 수익률이전효과와 변동성전이효과

를 분석하였으며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해, 심천, 홍콩증권시장은 모두 미국의 증권시장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의 영향 정도는 개방화정도가 제일 높은 홍콩증권시장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상

해증권시장, 심천증권시장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상해증권시장이나 심

천증권시장은 서로 간에 수익률이전효과나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두 시장은 모두

홍콩증권시장수익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러나 미국증권시장의 움직임을 통제

한다면 이러한 효과는 없어지게 되어 서로간의 정보이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종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중국내의 세 개의 증시인 상해, 심천, 홍콩증권

시장 사이의 연관성을 정보이전효과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증권시장에 투

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나 중국증권시장에서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나

모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시장이 갖고 있는 차별적 특징은 각 시장에 접근하는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투자자의

투자정책과 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수립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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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tock market co-movement among three China stock markets:

Shanghai stock market, Shenzhen stock market, Hongkong stock market. US stock

market leads three China stock markets and Honkong stock market leads Shanghai

and Shenzhen stock market. But there are no lead-lag effects among China stock mar-

kets after controlling US stock market effect. These results could be important for the

investors and firms that are interested in China stock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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