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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ynamic mutual impacts between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market and stock market in US.

 
(2) RESEARCH METHOD

To examine reciprocal shock spillovers between these two asset markets, I use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 Engle, Kraft and Kroner) model framework which has no prior restrictions 

on the correlation structure of these two market volatilities in order to get more 

accurate results. The sample dataset covers 5,284 daily returns for these two markets 

from January, 1996 to March, 2016.   

(3) RESEARCH FINDING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mean equations in the multivariate GARCH 

model, both REITs and stock markets in US are found to affect negatively each other, 

contrary to the previous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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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ymmetric GARCH BEKK model estimation of the variance equations, only 

the shock transfer from the real estate market to the stock market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Also in the asymmetric GARCH model estimation results, downside shock from the 

real estate market is shown to clearly affect the stock market positively, but that from 

the stock market is not shown. These results are also shown similarly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imes subsample period analysis backing up the hypothesis that stock 

market shock arises from the collapse of bubble in the real estate market of US. 

2. RESULTS

US stock market is found to be vulnerable to such outside shocks as volatility from 

real estate markets of 12 developed nations including US. Especially downside shocks 

from these REITS markets is shown to affect clearly US stock market revealing the 

importance of real estate market for stock market stabilization.  

3. KEY WORDS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market, stock market, GARCH BEKK 

model, shock contagion, downside shock

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1995년 12월 부터 2016년 3월말까지의 5,284일간의 미국에서의 뉴욕증권거

래소(NYSE) 지수수익률과 선진 12개국 REITS(부동산투자신탁) 지수수익률들 사이의 동태  상호 

향력을 측정하 다. REITS가 실물부동산시장의 성과라는 을 감안하여 뉴욕주식시장에는 1일의 

시차를 두고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으며 양 시장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는 3개월 

만기 미국 재무성증권(T-Bill) 유통수익률 격차를 사용하 다. 한 양 시장 시계열자료 오차항들에 

내재하고 있는 시간가변성과 공통변동성을 감안하여 조건부분산에 사  제약이 없는 일반화자기회

귀조건부이분산 바바-엥 -크라 트-크로 (GARCH-BEKK) 모형을 통해 양 시장간 수익률 이 

 충격 이를 측하 다. 그 결과 칭모형을 통한 충격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의

인 양(+)의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 칭모형을 통해서도 부동산시장에서의 하락충격

이 주식시장으로 유의 인 양(+)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2008년 로벌

융 기국면의 소표본기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미국발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부터 주식시

장의 충격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해 다.

핵심어: 부동산투자신탁(REIT),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변량 일반화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 바바-

엥 -크라 트-크로 (GARCH BEKK) 모형, 충격 이, 비 칭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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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9월, 리만 러더스의 산보호신

청을 계기로 발된 로벌 융 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세계의 자산시장 폭락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폭락여 는 유럽 

각국의 재정건 성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

여 유럽재정 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로까지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 

기의 근원에는 미국발 서 라임 모기지시장 

기(subprime mortgage market crisis)가 존

재한다. 서 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낮은 주택

당담보 출 고객들이 설정한 주택 당권을 의

미하는데 이러한 1차  주택 당권을 기반으로 

CDO(collateraized debt obligation)와 같은 

2차 담보부 채권증서들을 량으로 발행하여 이 

증서들에 한 부도가 동시다발 으로 발생하여 

로벌 융 기가 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질 으로 부동산을 증권화시킨 상품들의 

부도에 의하여 세계 증권시장이 큰 기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부

동산시장의 기가 어떻게 증권시장으로 연결되

는지를 시장자료에 의거하여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그 성과

를 지수화시켜 나타낼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지수와 주식시장지수와의 시계열  인과 계를 

검하고자 한다. REITS는 단일 부동산상품의 

성과를 지수화하여 나타낼 수도 있지만 보통 일

련의 부동산 시장성과를 혼합하여 지수화시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1990년  이후 이미 REITS상품들을 개발화시

켰다는 을 감안하여 Datastream이 자체 으

로 달러화표시로 통일시켜 집계한 선진 12개국

(미국, 국, 독일, 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스 스)의 

소매부동산시장성과지수인 G12-REITS지수

와 미국의 표  주가지수인 NYSE(New 

York Stock Exchange)지수의 일별시계열 자

료들을 기 으로 시계열상 인과 계를 통한 

기의 이과정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들 가운데 REITS시장과 주식시

장과의 연계성을 검정한 논문은 상당히 많다. 그

 표 인 것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Chandrashekaran(1999)1)는 기간별로 

REITS의 험 비-수익률 비율이 S&P500 

주가지수보다 높았음을 보 으나 주로 REITS

지수 단일의 시계열 자기상 과 이분산만을 가

정한 단변량 GARCH 는 단변량 GJR- 

GARCH 모형2)을 사용한 분석에 머물 다. 

Chatrath et al.(2000)3)는 REITS가 주식시

장의 하락기간에 더욱 설명력이 높음을 발견하

으나 주로 OLS분석에 머물 다. 

Glascock et al.(2000)4)은 REITS와 

주식시장, 채권시장 간의 계를 벡터자기회귀

모형(VAR: vector auto regression) 기법을 

통해 분석하 는데 REITS가 채권보다는 주식

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 고 조성홍·김 곤

(2012)5) 역시 한국의 REITS 상품들을 상

으로 주가지수, 채권, 환율 등의 경제  요인들

 1) Chandrashekaran, V., "Time-series Properties and Diversification Benefits of REIT Return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1999, Vol.17, pp.91-112.

 2) Glosten, L. R., R. Jaganathan, and D. E. Runkl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Expected Value and the 

Volatility of the Nominal Excess Return on Stocks," Journal of Finance, 1993, Vol.48, pp.1779-1801.

 3) Chatrath, A., Y. Liang, and W. McIntosh, "The Asymmetric REIT-Beta Puzzle," Journal of Real Estate Portfolio 

Management, 2000, Vol. 6, pp.101-111.

 4) Glascock, J. L., C. Lu, and R. W. So, "Further Evidence on the Integration of REIT, Bond, and Stock Returns,"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2000, Vol.20,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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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VAR기법을 이용하여 그 연 성을 분석하

다. 그러나 그들은 REITS와 다른 경제  변

수들간의 시계열상 시간가변성(time-varying 

characteristic)이나 잔차 상 계의 공통변

동성(co-variation) 등의 특성을  감안하

지 않은 계로 수익률 이 는 충격 이에 

한 정확한 향력의 측정이 어려웠다.

REITS와 같은 성과지수가 아닌 실물부동산 

가격지수를 주식시장과 연계한 분석도 임병진 ·

한성윤(2009)6), 김 규 ·정동 (2012)7), 임

(2014)8), 남연우 ·고석찬(2015)9)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들도 시계열상 이분산(hetero 

-scedasticity)을 제하지 않은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이나 VAR모형을 통한 분석에 머물 다.

이분산을 제로 한 국내연구로는 성주한·

윤형식(2014)10), 해정(2015)11) 등이 있

으나 이들 역시 변수들 상호간 잔차들간의 다

변량 조건부 상 계를 고려하지 못하 다. 

비록 부동산과 주식시장간의 연구는 아니나 

Capiello et al.(2006)12)은 세계 21개국에서

의  주식  채권시장을 상으로 동태  조건

부 상 계(DCC: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GARCH 모형을 통한 조건부 상

계 분석에서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들 사

이에서 더 강한 충격 이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한 자본시장 사이에서의 변수 분석에서 

Andersen et al.(2007)13), Hassan & 

Malik(2007)14), Chuliá and Torró(200

8)15), Dean et al.(2010)16), Chen et 

al.(2010)17) 들은 고정  조건부 상 계

(CCC: constant conditional correlation) 

GARCH 는 DCC GARCH 등과 같이 상

계에 특정한 제역을 가한 GARCH 모형에서 벗

어나 시간가변성과 상호  공변  상 계를 

고려한 다변량 GARCH-BEKK 모형에 의한 분

석이 시도된 바 있다. 

국내 으로는 김석진 ·포 ·도 호

(2011)18), Kang & Yoon(2011)19), 김병

(2014)20) 등이 의 다변량 GARCH-BEKK 

 5) 조성홍·김 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률에 한 요인 분석”, 기업경 연구, 기업경 학회, 2012, 제19권 제3호. 

pp.167-192.

 6) 임병진·한성윤, “주식시장 지수와 부동산시장 지수의 시계열 특성비교와 계에 한 실증  연구”,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제22권 제4호. pp.2065-2083.

 7) 김 규·정동 , “유동성과 리가 부동산가격 변동에 미치는 향 분석”,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12, 제20권 제1호, pp.10-125.

 8) 임 , “유동성이 주가  주택가격에 한 효과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61권, pp.80-93.

 9) 남연우·고석찬, “부동산펀드 성과 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2권, pp.77-91.

10) 성주한·윤형식, “GARCH(1,1) 모 을 이용한 국 아 트 세기격의 거시  동태모형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권, pp.279-293. 

11) 해정, “GARCH, EGARCH 모형을 이용한 주택 매매, 세, 월세시장의 변동성과 이 효과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

회, 2015, 제62권, pp.218-232. 

12) Cappiello, L. R., R. F. Engle, and K. Sheppard, “Asymmetric Dynamics in the Correlations of Global Equity and 

Bo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etrics, 2006, Vol.4, pp.537-572.

13) Andersen, T. G., T. Bollerslev, F. Diebold, and C. Vega, “Real-time Price Discovery in Global Stock,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Vol.73, pp.251-277.

14) Hassan, S. A. and F. Malik, “Multivariate GARCH Modeling of Sector Volatility Transmission,”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2007, Vol.47, pp.470-480.

15) Chuliá H. and H. Torró, “The Economic Value of Volatility Transmission between the Stock and Bond Markets”, 

Journal of Futures Market, 2008, Vol.28, pp.1066-1094.

16) Dean, W. G., R. W. Faff, and G. F. Loudon, “Asymmetry in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 between Equity and Bond 

Markets in Australia”,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2010, Vol.18, pp.272-289.

17) Chen, Z., H. Jiang, D. Li, and A. B. Sim, “Regulation Change and Volatility Spillovers: Evidence from China's Stock 

Markets”, Emerging Market Finance and Trade, 2010, Vol.46, pp.140-157.

18) 김석진․포 ․도 호, “한국, 국  미국 주식시장의 동조화”, 재무 리연구, 한국재무 리학회, 2011, 제28권 제2호,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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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사용하여 자본시장내 주식시장과 채권시

장을 심으로 충격 이를 측정한 바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REITS로 표되

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과의 계를 악하지

는 못하 다.

김병 ·유한수(2015)21)는 의 다변량 

GARCH-BEKK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에서의 

월별 부동산가격지수와 종합주가지수를 상으

로 두 변수간 상호간 충격 이를 측한 바 있

다. 그들은 주식시장의 충격이 부동산시장으로

는 유의미하게 달되나 부동산시장의 충격은 

그 지 못하다는 을 발견하 다. 본 연구에

서는 김병 ·유한수(2015)에서와 같은 다변량 

GARCH-BEKK 방식을 사용하여 미국시장에

서의 로벌시장지수라 할 수 있는 선진 12개

국의 REITS 종합지수(G12-REITS)와 미국

의 NYSE지수들을 상으로 그들에서와는 달

리 일별통계량을 기 으로 로벌 융 기 하

표본까지 구축하여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표본 자료 

우선 본 연구의 다변량 GARCH 모형 사용

을 한 표본자료로는 부동산실물성과를 변하

는 REITS지수로서 서론에서 언 하 듯이 

Datastream에서 집계한 선진 12개국의 소매 

REITS지수들을 달러화로 일별 가치가 평균을 

행한 G12-REITS지수를 선택하 으며 미국주

식시장으로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주가지

수를 선택하 다.

부동산과 주식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로서 자

시장을 나타내는 3개월만기 미국 재무성증권

(T-Bill) 유통수익률을 선정하 고 뒤의 추정모

형에서 언 하겠지만 G12-REITS지수는 세계 

12개국을 평균한 일별지수이므로 그 변화율의 

향력을 측정할 때 충분한 시차를 고려하여 미

국의 주가에는 일의 REITS 상승률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1> G12-REITS, NYSE, T-Bil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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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 1>에서는 최  시작시 인 

1995년 12월 1일을 10으로 통일하여 설정하여 

각 지수를 비교하 다. 표본기간 동안 G12 

-REITS 지수  NYSE주가지수의 수익률

은 각각 299.8%, 197.6%로 REITS지수가 더 

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시

아외환 기기간인 1998년 후, 남미통화

기인 2002년 후에서 두 지수들은 하락조정

을 받았고 미국발 로벌 융 기기간인 

2008년말 후에서는 양 지수들이 격한 폭

락을 경험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한 T-Bill 

리도 2009년 이후로 미국정부의 양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 거의 0 

수 에 머물 음을 보여 다. 

19) Kang, S. H. and S. M. Yoon, "Asymmetric Volatility Transmission between Stock and Bond Marke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2011, Vol. 28, pp.27-44.

20) 김병 , “한․미간 주식  채권시장에서의 상호 이효과”, 생산성논집, 한국생산성학회, 2014, 제28권 제4호. pp.121-146.

21) 김병 ·유한수, “한국 주택시장과 주식시장간의 상호 향력 검정”,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권,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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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REITS지수의 일간상승률(GRR),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지수상승률(NSR), 

그리고 T-Bill의 일간 리변동폭(TBD)에 한 

기 통계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3가지 시장변수들의 기 통계량

GRR NSR TBD
측치수 5,284 5,284 5,284
평 균 0.000315 0.000274 -8.99E-06

표 편차 0.010827 0.011878 0.000486
최고치 0.100560 0.122162 0.007400

수 0.000501 0.000239 0.000000
최 치 -0.088766 -0.097260 -0.008100
왜 도 -0.204835 -0.162579 -0.964154
첨 도 15.31612 12.82982 59.60015

LB(2)
88.75 19.84 141.04

(0.000) (0.000) (0.000)

Jarque-Bera
33,433.3 21,297.0 706,139.5

(0.000) (0.000) (0.000)

주) GRR: G12-REITS지수 일간상승률, NSR: NYSE지수 일간
상승률, TBD: T-Bill 유통수익률 일간격차, LB(2): 시차2
의 Ljung-Box통계량, Jarque-Bera: 정규분포를 귀무가설

로 설정한 검정통계량, (   )안은 p-value.

의 <표 1>에서 보듯이 REITS지수와 

NYSE지수의 표 편차(변동성)들은 그들의 평

균에 비해 각각 34.3배와 43.3배로 나타났고  

T-Bill수익률격차는 81.0배로 오히려 두 수익

률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좌향왜

도와 격한 첨도(leptokurtosis)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귀무가설로 설정한 

Jarque-Bera 통계량도 유의수  1% 미만에서 

기각시켰다. 한 시계열상의 자기상 이 없다

는 Ljung Box 통계량들도 세 통계량 모두 시차 

2에서 유의수  1% 미만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자기상 을 제로 한 GARCH류 모형 사용상

의 합성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2>에서는 각 시장변수들에 한 

단 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ADF(augmente Dickey- 

Fuller)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 모

두에서 유의수  1% 미만에서 단 근을 갖는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이들이 안정  

시계열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자 하는 GARCH류 모형의 용에 문제

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 2> 시장변수들의 단 근 추정결과

상수항(0) 상수항(1) 추세항(2)

GRR
[ADF]

-63.946*** -63.988*** -63.983***
(0.000) (0.000) (0.000)

[PP] -63.692*** -63.713*** -63.708***
(0.000) (0.000) (0.000)

NSR
[ADF]

-76.415*** -76.450*** -76.449***
(0.000) (0.000) (0.000)

[PP]
-77.146*** -77.297*** -77.311***

(0.000) (0.000) (0.002)

TBD
[ADF] -14.998*** -15.060*** -15.061***

(0.000) (0.000) (0.000)

[PP]
-62.856*** -62.865*** -62.859***

(0.000) (0.000) (0.000)

주) 상수항(0)은 편 없음, 상수항(1)은 편 있음, 상수항(2)
는 추세와 편 있음. ADF: 최  32시차를 용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PP: Newey West 역폭을 

용한 Phillips-Perron 검정, ***: 유의수  1% 미만에서 
유의함. (  )안은 p-value. 

아래 <표 3>에서는 의 세 변수들에 한 

다변량 GARCH 모형을 용하기에 앞서 사

 검(diagnostic check) 차원에서 세 변수 

상호간의 Granger 인과 계를 검정하 다. 

Akaike 정보기 에 의한 시차를 2로 설정한 상

태에서의 F 통계량은 [주식시장수익률(NSR) 

→ 부동산시장(REITS)수익률(GRR)]에서 유

의수  1% 미만에서 Granger인과하지 않는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에 Granger 인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동산시

장수익률 → 채권수익률(T-Bill) 변동(TBD)]

에 유의수  1% 미만에서 Granger 인과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켰고 [채권수익률

변동 → 부동산시장수익률]과 [채권수익률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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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수익률]에서 각각 유의수  1%미만

과 5% 미만에서  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동 방

향들로의 향력이 유의 으로 존재함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 분석은 각 변수수익률들간의 오

차항 상 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인과

계를 악한 것에 지나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

긴 어렵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변량 GARCH 모

형설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3> 변수들 간의 Granger 인과 계 분석

Granger 인과 계 귀무가설시차 F통계량 p값
GRR  ⇏  NSR 2 0.232 (0.793)
NSR  ⇏  GRR 2 35.14*** (0.000)
GRR  ⇏  TBD 2 3.923*** (0.009)
TBD  ⇏  GRR 2 9.418*** (0.000)
NSR  ⇏  TBD 2 0.671 (0.511)
TBD  ⇏  NSR 2 3.323** (0.036)

주) ***, **, *은 각각 유의수  1%, 5%, 10% 미만에서 유의함 

2. 추정 모형 

앞서도 서술하 지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추정모형은 사 에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의 

두 시장수익률에 한 시계열 잔차들 간의 상호

간 시간가변 (time varying) 조건부 상

계에 하여 사 에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은 다

변량 GARCH-BEKK 모형인데 이러한모형 채

택상의 정당성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이들 두 시장변수들 상호간의 시간가

변  조건부 상 계를 무시할 경우에는 단변

량(univariate) GARCH 모형을 채택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추정량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져 신

뢰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둘째로, 조건부 상 계의 존재자체를 무

시하지 않더라도 고정 조건부 상 성(CCC)이

나 동  조건부 상 성(DCC) GARCH 모형과 

같이 상호간 잔차들간의 조건부 상 계에 특

정 제약을 가할 경우에는 비록 단순화에 따른 추

정상의 효율성 증가와 편리성이 부각될 수는 있

다 해도 충격 이에 한 방향성  크기를 정확

히 악하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 G12-REITS수익률(GRR)과 

NYSE수익률(NSR)과의 향력 검정을 하

여 우선, GARCH-BEKK의 수익률 이모형을 

아래 식 (1)과 같이 설정하 다.22)

        

          
  (1)

한편, 앞의 각 변수들에 한 기 통계량과

는 별도로 본 논문에서 GARCH 모형 사용상의 

정당성을 얻기 해서는 식 (1)에서 주어진 평균

방정식의 OLS 추정에서 각 오차항에 한 이분

산(heteroscedasticity)이 제되어야만 한

다. 이를 하여 잔차항들에 한 이분산 검정으

로 Breusch-Pagan 검정을 행한 결과를 아래 

<표 4>에 실었다.

<표 4> Breusch-Pagan 이분산 검정

추정평균방정식 통계량 Prob.

     23.968*** (0.000)

     17.481*** (0.000)

주)  (Chi square)통계량은 평균방정식상의 잔차항 분산이 
동분산(homoscedasticity)을 가정한 귀무가설에 한 
Breusch-Pagan의 검정통계량을 의미. ***은 유의수  1% 
미만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표 4>의 결과에서 보듯이 식 (1)의 각 추

정방정식별 OLS 잔차항 분산은 동분산

(homoscedasticity)을 가정한 귀무가설을 유

의수  1% 미만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이분산이 

22) 12개국 부동산성과를 통합한 지수라는 의미를 살려 주식시장에 향을  때 시차를 하루 늦춰 일의 REITS지수를 사용하 으나 시차 

없이 동일하게 추정한 결과도 본 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함. 이 결과는 요청하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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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단순

히 OLS에 근거한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 regression)모형과 같은 추정방식의 사용 

신 GARCH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격 이의 검정을 하여 본 연구에서 설

정한 BEKK 구조방정식에 근거한 분산방정식은 

다음 식 (2)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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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때 는 평균방정식 (1)에서 도출된 2개

의 수익률잔차들()에 한 일에서의 조건

부 분산-공분산 행렬을 뜻하며   은 일의 

두 시장 수익률잔차벡터,  은 일의 조건부 

분산-공분산 행렬을 뜻한다. 는 상수항으로 구

성된 하방삼각행렬, 는 조건부 분산이 일의 

잔차충격(잔차제곱)에 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

하는 ARCH항 모수행렬, 는 일의 조건부 분

산에 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GARCH항 

모수행렬을 나타낸다. 따라서 행렬 의 각원

소들은 각각 일 발생한 자신의 기치 않은 충

격에 하여 자신의 조건부 분산이 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고 비 각원소, 를 들면 는 

부동산시장수익률(GRR, 1)에서의 기치 않

은 변동충격이 주식시장수익률(NSR, 2)의 변

동성에 미치는 향력을 의미한다. 한 행렬 

에서의 각원소들 역시 각각 자신의 일 변동

성에 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비 각

원소들은 일 변동성이 상 방 변동성에 향

을 미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때, 기치 않은 수익률 충격은 상승충격

과 하락충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의 수익

률 하락충격을 일반  변동성의 충격과 구분하

기 한 비 칭모형은 아래 식 (3)에서와 같이 

설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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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3)에서의   은 두 수익률변수들에서

의 일의 기치 않은 하락충격(이는 평균방정

식상에서 도출된 일의 잔차인   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의 충격을 뜻함)인 악재(bad 

news)의 향력을 측정하고자 설정한 모의변수

(dummy variable)를 뜻한다. 따라서 는 

변수 상에서의 일의 기치 않은 수익률 하락

충격이 변수의 당일 조건부 변동성에 향을 미

치는 크기를 측정한 추정모수가 된다. 즉, 

  일 경우에는 변수의 일의 수익률 하락

충격(악재 충격)이 상승충격보다 더 크게 변수

로 달된다는 뜻이고 반 로   일 경우는 

일의 수익률 상승충격(호재 충격)이 더 크게 

달됨을 뜻한다. 이때 특히   인 경우에서 

우리는 변수에서의 악재 충격이 변수로 달

될 때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변수 

간 충격완화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다변량 GARCH-BEKK 모형의 모수 추정

을 하여는 비선형의 최우추정방식(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

며 이를 해서는 BFGS (Broyden-Fletcher- 

Goldfarb-Shanno) 방식의 수리극 화기

법23)을 용하기로 한다. 이때 로그우도함수는 

다음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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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모형 비 칭모형

GRR (1) NSR (2) GRR (1) NSR (2)
Panel A: 평균방정식 (수익률 이 효과)
Const. 0.0012*** (6.8) Const. 0.0006*** (6.2) Const. 0.0009*** (6.5) Const. 0.0004*** (4.0)
NSRt -1.1753*** (-7.7)GRRt-1 -0.0754*** (-12.4) NSRt -1.2168*** (-9.1)GRRt-1 -0.0762*** (-12.2)
TBDt 0.8260 (1.4) TBDt 0.9239** (2.5) TBDt 0.6565 (1.1) TBDt 0.7533** (2.3)

Panel B: 분산방정식 (충격 이 효과)
c11 0.0019*** (7.2) c11 0.0019*** (7.5)
c21 0.0010*** (9.0) c22 0.0004*** (7.7) c21 0.0010*** (8.7) c22 0.0004*** (5.9)ɑ11 0.3656*** (9.0) ɑ12 0.0726*** (3.7) ɑ11 0.4092*** (9.0) ɑ12 0.1190*** (5.5)ɑ21 -0.1575** (-2.3) ɑ22 0.1430*** (3.8) ɑ21 -0.4322*** (-4.2) ɑ22 -0.0849 (-1.6)
b11 0.9383*** (78.7) b12 -0.1657*** (-3.1) b11 0.9488*** (131.0) b12 -0.0065 (-1.2)
b21 0.0301 (1.5) b22 0.9860*** (90.7) b21 0.0054 (0.5) b22 0.9675*** (92.3)

d11 -0.1021** (-2.3) d12 0.0499*** (2.8)
d21 -0.3370*** (-3.8) d22 -0.4032*** (-9.7)

Panel C: 모형 합성 검정

Q(30) 350.3*** [0.000] Q(30) 326.6*** [0.000]
Q(40) 389.5*** [0.000] Q(40) 368.2*** [0.000]

Log-likelihood 36,377.2 Log-likelihood 36,480.9

<표 5> 체기간 GARCH-BEKK 모형 추정결과

(1995.12.01~2016.03.31)

주) Q(30), Q(40) 은 각각 2개 연립방정식 상의 표 화된 잔차제곱에 한 시차 30, 40에서의 자기상 성과 횡단상 성을 검정하는 

다변량 Q 통계량을 의미. ( ), [ ]안은 각각 t 통계량과 p 값을 의미. ***,**,*은 각각 유의수  1%, 5%, 10% 미만에서 유의미함

을 의미.

   

 
 
  



    ′  
 (4)

Ⅳ. 추정 결과

<표 5>에는 본 모형에서 표본으로 설정한 

체기간(1995년 12월 ∼2016년 3월말)에

서의 다변량 GARCH-BEKK 모형의 추정 결과

를 나타냈다. 우선 평균방정식 상의 결과는 우리

의 사  상과는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칭모형과 비 칭모형을 통틀어 각 

시장은 상 방 시장으로 유의미한 음(-)의 수익

률 이를 행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별도로 보고

는 하지 않겠으나 부동산시장의 주식시장으로의 

하루 시차를 존재하지 않는 모형을 통해서도 같

은 결과 고 뒤에 소개할 로벌 융 기기간

(2007년  ∼ 2009년 6월말)의 소표본기간에

서도 마찬가지 다. 한 채권시장에서의 리

변동도 부동산시장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으나 주식시장으로는 양(+)의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우선 첫

째로, 일별 측치를 사용함으로써 주별 는 월

별 측치를 통해 흔히 측되어질 것으로 상

되는 양(+)의 수익률 이와는 구별되는 성격과 

23) Marwala, T, ”Finite Element Model Updating Using Nelder-Mead Simplex and BFGS Methods," Finite Element 

Model Updating Using Computational Intelligence Techniques: Applications to Structural Dynamics, 2010, Springer,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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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모형 비 칭모형

GRR (1) NSR (2) GRR (1) NSR (2)
Panel A: 평균방정식 (수익률 이 효과)
Const. 0.0002 (0.2) Const. 0.0002 (0.4) Const. -0.0015* (-1.9) Const. -0.0004 (-1.1)
NSRt -1.8054*** (-8.3)GRRt-1 -0.0678*** (-5.7) NSRt -1.0702** (-2.6)GRRt-1 -0.1017*** (-5.1)
TBDt 6.9504*** (4.2) TBDt 2.6917*** (4.3) TBDt 5.0811*** (4.1) TBDt 2.7664*** (10.6)

Panel B: 분산방정식 (충격 이 효과)
c11 0.0046*** (4.3) c11 0.0027* (1.7)
c21 0.0019*** (2.7) c22 -0.0014*** (-5.7) c21 0.0016** (2.5) c22 -0.0011*** (-3.5)ɑ11 0.4174*** (8.5) ɑ12 0.1297*** (7.3) ɑ11 -0.3124*** (-7.7) ɑ12 -0.1598*** (-5.1)ɑ21 -0.4740*** (-3.2) ɑ22 -0.0135 (-0.3) ɑ21 0.6435*** (4.6) ɑ22 0.2130** (2.4)
b11 0.9372*** (31.3) b12 0.0244* (1.7) b11 1.0208*** (79.6) b12 0.0572*** (6.4)
b21 0.0744 (0.9) b22 0.8670*** (20.8) b21 -0.1324*** (-5.0) b22 0.8360*** (20.3)

d11 -0.2600*** (-2.7) d12 0.0507** (2.5)
d21 -0.1778 (-0.9) d22 -0.4499*** (-5.2)

Panel C: 모형 합성 검정

Q(30) 167.3*** [0.003] Q(30) 165.3*** [0.004]
Q(40) 204.7*** [0.009] Q(40) 199.3** [0.019]

Log-likelihood 3,775.1 Log-likelihood 3,805.8

<표 6> 로벌 융 기 소표본기간 GARCH-BEKK 모형 추정결과

(2007.01.01~2009.06.30)

주) Q(30), Q(40) 은 각각 2개 연립방정식 상의 표 화된 잔차제곱에 한 시차 30, 40에서의 자기상 성과 횡단상 성을 검정하는 

다변량 Q 통계량을 의미. ( ), [ ]안은 각각 t 통계량과 p 값을 의미. ***,**,*은 각각 유의수  1%, 5%, 10% 미만에서 유의미함

을 의미.

동시에 둘째로는 단순한 OLS와는 별개로 양 시

장변수의 수익률 잔차의 시간가변성과 공통변동

성을 감안한 GARCH-BEKK 모형의 특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산방정식의 충격 이는 우선 칭모형을 

통해서는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충격

()이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 확인되었

지만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충격()

은 오히려 유의미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부

동산시장의 충격은 주식시장으로 잘 달되지만 

주식시장의 충격은 부동산시장에 흡수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었다. 비 칭모형을 통해서도 이

같은 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부동산시장의 

하락충격()이 주식시장으로는 유의미한 양

(+)의 향력을 보 으나 주식시장의 하락충격

()은 부동산시장으로는 오히려 유의미한 음

(-)의 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충격이 흡수되는 

결과를 보 다. 

사실 이같은 충격 이의 모습은 <표 6>에 

제시된 로벌 융 기기간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차이 은 <표 6>에서 주식시장에서 부

동산시장으로의 하락충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는  뿐이었다. 이는 속한 세계 

시장 기를 불러 온 로벌 융 기국면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 출발한 하락충격이 유의미하게 

주식시장으로 달되었지만 주식시장에서 형성

된 하락충격이 반드시 부동산시장에서 흡수되지

만은 않았고 오히려 부분 으로 이되었을 가

능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편 <표 5>와 <표 6>의 패  C에 제시된 

모형 합성 검정은 다변량 Q통계량(단변량으로

는 Ljung-Box통계량에 해당)을 통해 자기상

성과 횡단면 상 성(상 방 시장과의 잔차항 상

)을 검정하는 방식으로서 유감스럽게도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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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과 40에서 행한 검정결과가 이러한 자기상

성과 횡단면 상 성의 존재를 유의수  1% 미만

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표 5>의 체 표본

의 추정에서 보 다. 그나마 <표 6>에서는 이같

은 통계량의 결과가 유의수  2% 이내로 확 되

긴 하 으나 자기상 성과 횡단면 상 성이 없

다는 귀무가설을 다 기각시킴으로써 역시 모형

의 합성 측면에서는 문제를 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모형 합성의 

결과가 패  A와 패  B에 보고한 모든 추정통

계량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수 까지는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같은 다변량 Q검정통

계량의 결과가 의 패  A, B에 보고한 추정통

계량들의 효율성은 떨어뜨릴지언정 불편성

(unbiasedness)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특히 이러한 다변량 Q통계량의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로벌 융 기라는 구조변

환기(structural break)가 포함되어 있을 때 

자주 모형 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이기 

쉬운데 이는 하 표본(subsample)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표 6>에서와 같이 로벌 융 기의 소표본으

로 구분하여 추정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다변량 

Q통계량의 결과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던 사

실이 이를 입증한다.24)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GARCH-BEKK 모

형을 사용하여 선진국 12개국 부동산시장과 미

국 주식시장 사이에 형성되는 변동성충격에 

한 이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1995년 12월 ～2016년 3월말까

지의 체 표본기간에서 칭모형을 통해 나타

난 결과로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충격은 부동

산시장으로는 유의미한 음(-)의 결과를 보여 충

격이 흡수되는 모습을 보 지만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된 충격은 주식시장으로는 유의미한 양(+)

의 결과를 보여 충격이 잘 됨을 보여주었다. 

상승충격과 하락충격을 구분한 비 칭모형의 추

정결과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 는데 주식시장

에서 형성된 하락충격은 부동산시장으로는 유의

미한 음(-)의 결과를 보여 충격이 흡수되는 모습

을 보 으나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된 하락충격의 

효과는 주식시장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로벌

융 기의 발생원인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에

서 발생된 것이란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007년 ～2009년 6월말까지 설정한 

로벌 융 기기간의 하 표본 기간의 결과도 역

시 체 표본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우선 칭모형을 통한 충격 이의 모습은 체 

표본에서와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

으로는 유의미한 음(-)의 효과,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

냈고 비 칭모형을 통해서는 부동산시장에서 형

성된 하락충격의 효과가 유의미한 양(+)의 효

과로 주식시장에 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

으나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하락충격이 체 표

본에서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으로 유의미하지 않

게 나타났다. 이는 로벌 융 기기간 에는 

체  자산시장의 붕락이 형성되면서 체 표

본에서와는 달리 일부분 주식시장의 하락충격도 

상호간 피드백 작용을 하며 부동산시장으로 

되었음을 시사한다. 

체 으로 본 연구에서의 추정결과는 미국

과 같은 로벌 융시장에서 부동산시장의 충격

여 가 유의미하게 주식시장으로 달됨으로써 

로벌 융 기와 같은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는 사실을 잘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재정 기를 겪

은 유로존 국가들과 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까

지 포함된 부동산시장-주식시장간의 상호 향

24) Hamao, Y., R. W. Masulis, and V. K. Ng, "Correlation in Price Changes and Volatilaty across International Stock 

Market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990, Vol.3,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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