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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제위기시 환율의 신뢰구간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경

제위기시 환율의 움직임의 특징은 평상시에 비해 변동성이 극도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성 추정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블

록붓스트랩기법을사용하여그유용성을보인다.

주요용어: 경제위기, 변동률, 블록화붓스트랩, 신뢰구간, 환율예측

1. 서 론

현재 세계적인 개방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개별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의 운용에 있어 환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환율의 변동은 국제수

지,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금리, 주가등과도 밀접하게 연계

되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환 리스크 등 각종 금융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지금까

지 환율 결정과정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제이론이 개발되어 실증분석에 적용되었지만 환율변

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경제학의 난제에 속한다. 환율의 장단기 예측을 위한 기법들로서 최

근에 김태윤 등 (2007)과 권오진 등 (2010) 등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환율예측 기법을 제시하였으

며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 환율 예측에 대한 기법들에 대한 연구로서 김치호와 김승원 (2002), 박준용 등

(2002) 등을참조할수있다.

과거 두 차례 (1997년, 2008년)에 걸쳐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시 환율의 극도로 불

안정한 움직임에 의해 큰 피해를 보았다. 즉, 경제위기 기간 중 환율의 변동이 매우 심하게 되어 익일

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진 결과,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으며 그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극복을 어렵고 더디게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시 환율

의 단기예측 (특히 익일예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경제위기가 다시 다가올 경

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저 예측기술 (basis forecasting technology)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환율예측 알고리즘은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환율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신뢰구간을

활용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시 환율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므로 그에 대신한 신뢰구간 예측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신뢰구간 예측에서 주요한 절차는 표준오차를 구하는 절차이

†
본 연구는 201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1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 교신저자: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박사과정.
E-mail: dy1334@kmu.ac.kr



896 Tae Yoon Kim · O Jin Kwon

며 이는 환율 신뢰구간 예측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환율 신뢰구간 예측

을 위해 고려하는 주된 통계적 기법은 “환율변동성” 예측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인 블록 붓스트랩 (block

bootstrap)기법이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대부분의 기법들이 주로 환율움직임의 평균추정을 통해 환율

예측을수행하나본논문에서는변동성추정을통해환율예측을시도한다는점에차별성이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변동률을 이용한 블록 붓스트랩 방법으로 신뢰구간 예측

모형을 설정한다. 3절에서는 2008년 8월∼12월 환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4절결론의순으로기술된다.

2. 모형 설정

본 논문에서는 익일 환율예측을 위한 신뢰구간을 도출하며 이를 위해 블록 붓스트랩 기법 (권오진 등,

2010)을 사용한다. 변동성을 이용하여 구간 예측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예측하

고자하는현재로부터 t시점이후환율을 Zt라고할때다음과같이분해를할수있다.

Zt =
Zt

Zt−1
·
Zt−1

Zt−2
· · ·

Z1

Z0
· Z0 (2.1)

여기서 Z0는 현재시점의 환율이다. 이제 식 (2.1)의 양변에 log를 적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

이나타낼수있으며

log(Zt) = log(Z0) +

t∑
i=1

log(ri) (ri =
Zi

Zi−1
) (2.2)

식 (2.2)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결정할 모형을 설정하게 된다. log(Z0)이 현재시점의 환율에 log를 취

한 값이며, log(Zt)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의 log 환율이라고 하자. 그러면
∑t

i=1 log(ri)는 현

재시점과 t시점사이의 log 변동률의합이되며현재시점을기준으로미래 t시점의구간예측을실행하기

위하여서는
∑t

i=1 log(ri)의분포혹은변동성을추정하여야한다.

식 (2.2)에서 정의한 log 변동률 log(ri)(i = 1, · · · , t)는 일반적으로 log 차분에 의해 정상과정 (sta-

tionary process)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의존변수에 대한 중심 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김태윤등, 2007). 즉, 의존변수에대한중심극한정리에의해서
∑t

i=1 log(ri)의분포는다음과같

으며

t∑
i=1

log(ri) ∼ N(E(

t∑
i=1

log(ri)), V ar(

t∑
i=1

log(ri)))

log(Zt)의신뢰구간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log(Z0) + E(

t∑
i=1

log(ri))± zα/2 ·

√√√√V ar(

t∑
i=1

log(ri)) (2.3)

여기서 zα/2는표준정규분포의 1−α/2분위수이다. 식 (2.3)에서 E(
∑t

i=1log(ri))와 V ar(
∑t

i=1log(ri))

은 미래 변동률 합의 평균과 분산이므로 적절한 값으로 추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값을추정하기위하여과거 t시점 (즉현재 0시점을기준으로 −t시점)부터현 0시점까지의자료

Z−t, Z−t+1, · · · , Z−1, 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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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다. 특히 붓스트랩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식 (2.3)의 분산의 추정에 있어 붓스트랩 기법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붓스트랩기법은 일반적 붓스트랩 방법이

아닌블록화붓스트랩방법이다. 여기서블록붓스트랩을사용하는이유는

log(r−i) = log(Z−i+1/Z−i) (i = 1, · · · , t) (2.4)

들이의존적이며블록화붓스트랩방법이의존성이있는자료를효과적으로다룰수있는것으로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신기동, 1997). 블록 붓스트랩 방법은 관찰순서에 의거 데이터를 블록화 시킴으로써 블

록 내 자료들 간의 의존성을 유지하게 되어 의존적인 데이터로부터 붓스트랩하는 경우 유용하다. 참고

로블록붓스트랩에서블록간은서로독립이다.

의존적인 데이터로부터 블록 붓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E(
∑t

i=1 log(ri))와 V ar(
∑t

i=1 log(ri))을 추

정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아래와 같

이블록화시킬수있다.

(R1, R2, · · · , Rs), (R2, R3, · · · , Rs+1), · · · , (Rt−s+1, · · · , Rt)

여기서 Ri = log(r−i), (i = 1, · · · , t)이며, 블록의 크기는 s개이므로 총 블록의 개수는 t − s + 1개가

된다. 추정하려는 값은 E(
∑t

i=1 log(ri))와 V ar(
∑t

i=1 log(ri))이므로 각 블록에서 Ri들의 합을 구하여

t− s+1개의합인 R
′
j =

∑s+j−1
i=j Ri,(j = 1, 2, · · · , t− s+ 1)을만들면다음과같다.

R
′
1 = R1 +R2 + · · ·+Rs

R
′
2 = R2 +R3 + · · ·+Rs+1

...

R
′
t−s+1 = Rt−s+1 +Rt−s+2 + · · ·+Rt

이 R
′
들중 x = t/s개를복원추출하게되는데그이유는원래자료와같은크기인 t개의비율들의합

이 붓스트랩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개의 연속된 R들의 합인 R
′
을 x번 복원 추출하

여이들의합을구하면이는크기가 s인블록화된비율을 x번복원추출하여비율들의개수가원자료비

율 개수 t가 되는 블록 붓스트랩된 표본으로부터 합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값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

기서 sx = t이다. j번째 추출된 R
′
의 값을 R

′

(j)(j = 1, · · · , x)라고 하고, 복원 추출된 x개의 R
′

(j)들로

부터이들의합을구하여이를 L∗
k라고하자. 이과정을 b번반복하면

L∗
k =

x∑
j=1

R
′
(j) (k = 1, 2, · · · , b)

를 얻게 될 것이며 L∗
k들의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을 계산함으로써 그 값을 E(

∑t
i=1 log(ri))와

V ar(
∑t

i=1 log(ri))의추정량으로사용한다. 즉,

L̄ =

b∑
k=1

L∗
k/b, S2

L =

b∑
k=1

(L∗
k − L̄)2/(b− 1)

이다.

위의 추정의 과정에서 몇 가지 관련모수들을 선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 번째 모수는 블록의 크

기 s결정 방법이다.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총 블록 수 x가 줄어 들고 반대로 블록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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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블록 수가 늘어난다. 블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본래의 의존성이 많은 부분은 유지되지만 붓스트랩

의 장점인 반복가능성 (replicability)이 감소된다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블록수가 많게 되면 반복가능성

은 유지되지만 붓스트랩 블록들 간의 독립성에 의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의존성을 대부분 잃어버

리게 된다. 이처럼 블록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블록의 크기 결정 문제에 대

한 연구는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선 권오진 등 (2010)이 제시한 경험 법칙 (rule of

thumb)을사용하여블록의크기를결정한다.

두 번째 문제는 블록 붓스트랩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 반복 횟수 b결정 문제이다. 붓스트랩 방법에서

는 가능한 많은 반복 회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있다. Efron과 Tibshirani (1993)와이세연 (2009)은표준편차를구하기위한 b값으로 25∼200사

이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이들의 제안을 토대로 b값을 200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변동

률을이용한신뢰구간예측의최종모형식을제시할수있다.

Zt = exp(log(Z0) + L̄± 1.96 · SL) (2.5)

3. 실제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위기 시 환률 예측을 위해 붓스트랩 예측구간 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불안정 구간을 대상으로 식 (2.5)에서 기술된 기법을 실험하였다. 즉, 200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을 선택하였는데 이 기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에 의해 시작된 금융위기로써 일반적으

로 2008년 금융위기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외환시장은 극심한 환률 변동을 겪었으며 특

히 1일 최대 변동폭이 100원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바로 다음날의 환율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

운 상황이었다. 그림 3.1은 이 기간 동안의 일별 환율변동 그림이다. 또한 불안정 구간과 안정구간에서

의 붓스트랩 환율구간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안정구간으로서 2008년 8월5일∼9월31일 (그림

3.2)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은 그림 3.2에 비해 일별 자료의 경우에도 환율 움직임의

변동성이큰것을알수있다.

그림 3.1 2008년 10월1일 ∼ 12월31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붓스트랩 환률 예측구간은 두 가지 t를 사용한다. 즉, 금일의 환율 데이터를 사용

하여 금일 종가기준으로 내일 종가의 환율 구간을 예측하거나 (t = 16)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환률 데이

터를사용하여금일종가기준으로모레종가의환율을예측 (t = 33)하는것이다.

1 to 1 예측: 금일의 환율 데이터 n = 17개를 (9시부터 17시 까지 30분 간격으로 관찰되는

데이터, Z−16, · · · , Z−1, Z0) 사용하여 다음날 종가 Z16예측한다. 그에 따라 계산되는 비율들은

(R1, R2, · · · , R16)이 된다. 여기서 Ri = log(Z−i+1/Z−i)이다 블록 크기는 s = [n/3] = 5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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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8년 8월5일 ∼ 9월30일

하였는데이러한값을선택한이유는기존의권오진등 (2010)의실증연구결과를활용한것이다. 이선

택값들을사용할경우생성되는블록은

(R1, R2, · · · , R16) → (R1, R2, · · · , R5)

(R2, R3, · · · , R6)
...

(R12, R13, · · · , R16)

등 12개의블록이며그에따라

R
′
1 = R1 +R2 + · · ·+R5

R
′
2 = R2 +R3 + · · ·+R6

...
R

′
12 = R12 +R13 + · · ·+R16

이 계산된다. 16개의 R들로 이루어진 일일 붓스트랩을 재구성하기 위해 12개의 블록 중 3개를 랜덤하

게 추출하며 이는 결국 3개의 R′값들이 랜덤하게 추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b=200번 반복

함으로써 L∗
1, · · · , L∗

200을 얻게 되고 이들의 표본평균 L̄과 표본분산 S2
L를 계산하여 식 (2.5)에 대입함

으로써블록붓스트랩환율구간예측치를제시한다.

Zt = exp(log(Z0) + L̄± 1.96 · SL)

2 to 2 예측: 1 to 1 예측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며 주된 차이점은 과거 2일 을 사용하여 예측을 함

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n = 33개를 사용하여 (Z−33, · · · , Z−1, Z0) 2일 후 종가 Z33을 예측한다. 블록의

크기는 s = [n/3] = 11이되고생성되는블록의수는 23개로각각증가한다. 즉,

(R1, R2, · · · , R33) → (R1, R2, · · · , R11)

(R2, R3, · · · , R12)
...

(R23, R13, · · · , R33)

이다.

1 to 1과 2 to 2 예측을 이용한 예측결과들은 표 3.1에 주어져 있다. 표 3.1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구간에서 1 to 1 예측보다 2 to 2 예측이 실제값을 포함하여 예측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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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구간보다 위험구간에서 실제 값을 포함하는 확률이 더 높게 관찰된 점인

데 이는 블록 붓스트랩 환율구간예측 기법이 특히 불안정한 구간에 대해 정확도가 월등하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불안정 혹은 위기 구간에서 변동성의 증가가 예

측구간의폭을넓게하기때문이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사실은변동성이증가되는경우블록붓스트랩

을통한분산추정은블록내의변동성이증가된연속관찰값들을포함하여추정되므로블록내의증가된

변동성이 분산 추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증가된 금융시장에서

구간예측을하는경우블록붓스트랩이상당히유용한기법으로판단된다.

표 3.1 예측된 신뢰구간이 실제값을 포함한 정확도

일반구간 위험구간

1 to 1 예측 기법 68.29% 80.95%

2 to 2 예측기법 75.00% 82.54%

그림 3.3 위험구간의 신뢰구간 예측 (사용데이터 : 2일)

아래그림 3.4는 1 to l 예측알고리즘의구성절차를간략하게보여주고있다.

그림 3.4 경제위기 시 익일 환율 신뢰구간 예측 알고리즘

4. 결 론

블록화 붓스트랩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예측한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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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블록화붓스트랩기법이위기구간에서좀더효율적일수있다는점은흥미롭다. 이는연속구

간에서 증가된 변동성이 블록화된 붓스트랩을 통해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듯하다. 이외에도 위기

구간 적용 시 1 to 1 기법 보다 2 to 2기법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2

to 2 기법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반복가능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의결과는변동성과연관된블록사이즈결정, 반복가능성관점에서예측데이터크기

결정등추후좀더구체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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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about providing confidence prediction interval for

exchange rate during economic crisis. Our proposed method is to use block bootstrap

method for prediction interval for next day. It is shown that block bootstrap method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interval prediction of exchange rate during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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