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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波動(wavelet)을 이용한
會社債流通收益率의 分解 및 豫測

李兢熙*

최근 金利自由化 및 金融國際化의 급진전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金利重視 通貨政策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精度 높은 금리예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공학, 수학,
지구물리학 등 분야의 시계열자료분석에 이용되어 온 小波動(wavelet)분석기
법을 이용하여 金利豫測模型을 추정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90. 1월～98. 4월중 주별 평균 회사채유통수익률을 분석
대상금리로 하여 ARIMA모형, 스펙트럼예측모형, 소파동예측모형 등 3개의
單變量時系列模型과, 콜금리를 이용한 회귀모형, 소파동예측모형 등 2개의
二變量時系列模型을 추정한 후 5개 모형에 대해 標本外(out-of-sample) 豫
測力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기별 변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소파동예측모형이 회사채유통수익률을 하나의 주기로 분석한 시계열모형 또
는 회귀모형보다 예측력이 예측기간에 관계없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된 소파동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발전시킬
경우 시계열자료의 단기예측의 精度 및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첫째, 이 모형에서는 주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이용하였는데
이와 집계주기가 다른 생산, 투자, 통화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함께 결합
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둘째, 월별, 분기별, 연간 금리예측모
형을 별도로 만들어 주별 예측모형과 결합․이용하는 금리예측시스템을 개발함
으로써 예측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다 정교한 소파동분석
을 위해서 小波動選定方法 및 兩端處理方法 등을 개선하는 것도 이 분석체계의
유용성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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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金利自由化 및 金融國際化의 급진전으로 주요 통화․금융 변수들의 움
직임이 불안정해지고 통화량과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通貨政策
운용에 있어서 金利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안세일․오
수남, 1998). 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금리변동에 따라 투자수익과 자금조달비용
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資産負債管
理技法(ALM)을 도입하는 등 금리예측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97
년 12월에 발생한 외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금리변
동의 不確實性이 커지면서 정도 높은 금리예측과 이를 위한 예측모형의 필요
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발표된 韓國의 金利豫測模型은 금리와 경제변수간의 因果關係를
바탕으로 1개 이상의 방정식체계로 설정된 構造模型과 금리이론과 관계없이
자기시차만을 이용한 時系列分析模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구조모형은
피셔(Fisher)효과, 流動性選好說, 貸付資金說, 利子裁定理論 등에 근거하여 설
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금리의 예측보다는 변동요인분석 또는 실물에 대한 파
급효과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함정호․최운규 1991, 김형종 1993).1) 이
와는 달리 시계열분석모형은 경제이론보다는 시계열의 예측력을 바탕으로 설정
되는데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 VAR(Vector Autoregressive)모형 및 국면전환모형 등을 들 수
1) 함정호․최운규(1991)는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에 미치는 피셔효과, 유동성효과, 소득효과,
국제금리재정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금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김형종(1993)은 금리가 자금
의 수급관계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기
대인플레이션율, 통화공급, 환율, 국제금리, GNP갭,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추가하여 예측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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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선오 1993, 최공필 1993).2)
일반적으로 구조모형은 경제이론을 활용하여 예측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단기예측에 영향력이 큰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적 요인, 통화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예측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반면, 시계열모형은 설정이
간단하고 단기예측에는 정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장기예측의 경우 오차의
누적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예측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장기예측의 경우 구조모형이, 단기예측의 경우 시
계열모형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백대현 외 1995). 이는 금리의 주요 결정
요인이 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 기인한다. 즉 금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여
건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루머, 금융사고 등과 같은 외
부충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3) 따라서 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금리 행태를 분리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분석 및 예측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4)
시계열을 주기별로 분석․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최근 경제분석에 이용되기 시
작한 小波動(wavelet)分析을 고려할 수 있다. 소파동분석은 시계열의 時間領域
(time domain)과 振動數領域(frequency domain)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공학, 수학, 지구물리학 등의 분야 등에
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아직 그 이용이 미미하나 경제시
계열의 분해․예측, 평탄화(smoothing), 구조변화 파악 등에 응용되고 있어 시계
열분석의 유용한 분석체계로서 잠재적인 유용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소파동(wavelet)이론을 이용하여 주기별 회사채유통수익
률의 예측모형을 추정하고 이 모형의 標本外(out-of-sample) 豫測力을
ARIMA모형 등 기존 모형과 비교함으로써 단기예측에 있어서 소파동모형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小波動分析을 소개하였으며 제Ⅲ장에
서는 小波動을 이용하여 회사채유통수익률을 分解 및 豫測하고 다른 예측모형
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모형의 보완사
2) 박선오(1993)는 VAR 및 ARIMA모형, 지수모형 등을 이용하여 예측력을 검토하였는데 VAR모
형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현금통화비율, 지불준비율을 포함한 모형이, 단변량시계열모형으로
는 ARIMA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공필(1993)은 局面轉換의 가능성 및 확률적 평가
를 내포한 예측모형(Markov switching model)을 개발하였는데 여타 일변량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 금리결정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로 이광주(1993) 등이 있다.
4) Shibata․Miura(1995)는 局地回歸模型(loc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일본의 금리자료를 장․
단기변동으로 분해 후 각 변동을 AR(Autoregressive)모형으로 추정․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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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Ⅱ. 小波動(wavelet) 分析 槪要

1. 小波動(wavelet) 分析의 意義
경제시계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時間領域(time domain)과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振動數領域(frequency domain)의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다5). 이에 따
라 통상 시계열분석은 크게 시간영역분석과 진동수영역분석으로 구분된다. 시
간영역분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계열이 전개되는 유형을 시계열의 시차
변수 등으로 모형화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ARIMA모형, VAR모형 등이
있다. 한편 진동수영역분석은 시계열자료를 주기를 달리하는 삼각함수 등에
대응시켜 이중 영향력이 가장 큰 삼각함수의 주기를 확인함으로써 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순환변동요인의 주기를 파악하는 기법인데 대표적인 진동수영
역분석기법으로서 스펙트럼(spectrum)분석을 들 수 있다. 통상 시계열의 시간
영역분석에서는 진동수영역의 변동을 모형화하기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진동수
영역분석으로는 시간영역의 변동을 모형화하기 어렵다. 특히 국지적 주기변동
과 같이 시간영역 및 진동수영역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영역 하
나의 분석만으로 시계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시계열은 美, 日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
는 내생적 조정이 미흡한 반면 빈번한 정책변화 등 외생적 변동요인이 많아
대체로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이항 및 구조변화 등 국지적 변
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계열분석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간영역
분석만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6)
경제변수간의 관계는 주기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통상 주기가 짧
아질수록 이들간의 관계성의 정도가 약해진다. 예를 들어, 소득과 소비의 관계
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하지만 분석주기가 단기화되면 그 관계가 미미해진
다.7) 환율도 장기적으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일일변동 또는
5) 경제시계열은 일별, 월별, 분기별, 연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주기에 따라 추세, 순환, 계절, 불
규칙요인 등으로 분해 가능하다.
6) 일반적으로 특이항 또는 구조변화, 국지적 주기변동이 있는 시계열에 대해 모형을 작성하는
경우 원계열을 그대로 모형화하기 보다는 원계열에서 특이항, 구조변화를 식별․제거 한 후
모형화한다.
7) 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고려하여 Friedman(1957)은 현재소득을 항
- 3 -

주간변동으로 분석주기가 짧아지면 주요 경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Hopper 1997). 따라서 소파동분석과 같이 시간영역 및 진동수
영역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주기별로 시계열을 모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8)

2. 小波動(wavelet)의 定義 및 特徵
소파동분석은 신호 및 영상처리(signal or image processing), 자료압축, 수치해석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소파동분해(wavelet transformation),
다중주기분석(mutiresolution analysis), 시간-진동수분석(time-frequency analysis) 등
의 분석방법을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Chui 1992, Daubechies 1992). 소파동의 의미
와 특징을 구체적인 함수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파동은 삼각함수와 같이 일정한 시간 t의 함수 f(t)를 近似할 수 있는 기
초함수(basis)이나 삼각함수와는 달리 특정시간에 한정된 작은 파동 그 자체를
말한다. 대표적 소파동으로는 Haar가 제시한 단계함수(step function)에 바탕
을 둔 소파동함수, Daubechies(1992)가 제시한 소파동, Chui․Wang이 제시한
스플라인(spline)함수에 바탕을 둔 소파동 등이 있다. 소파동은 함수의 평탄한
부분(저주파, 장기변동)을 설명하는 父小波動(father wavelets, scaling
function;φ)과 평탄하지 않은 부분(고주파, 단기변동)을 설명하는 母小波動
(mother wavelets;ψ)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소파동은 팽창방정식(dilation
equation)9)을 이용하여 부소파동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 주기 j 및 시간 k
에 따른 소파동{ψjk }은 母소파동 ψ로부터 2j만큼 팽창하고 2-jk만큼 이동하
여 아래와 같이 생성된다.
ψ jk( t) = 2 j/2ψ ( 2 jt - k),

k
2

j

≤t <

k+ 1
2

j

<그림 1>은 각종 분석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Daubechies(1992) 소파동으
로10) 특정한 수학적 함수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소파동의 일정부분을 추출하
상소득(permanent income)과 일시소득(permanent income)으로 분해하였다. Engle(1974)은 이 관
계를 영역스펙트럼(band spectrum)방법으로 추정․분석하였다.
8) Heizenberg의 不確定性 原理에 따르면 시간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록 진동수정보는 상실되
며 마찬가지로 진동수정보를 자세히 파악할수록 시간정보는 그 만큼 상실된다.
9) ψ(x)=Σk βkφ(2x-k)
10) <그림 1>은 Daubechies 소파동 중 4개 시점 가중평균으로 표현되는 여과기(filter)로 생성
되는 소파동인데 가중평균길이가 길어지면 보다 평탄화된 소파동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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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아도 원래의 소파동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계열 yt는 시간의 함수 f(t) 와 잡음 εt11)로 구성되고 f(t)를 다음과 같
이 정의된 소파동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
기에서 는 소파동계수를 의미한다.
⌠
ψ
⌡ ψ
함수 f(t)의 추정을 위해 시계열 y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소파동급수추정
량(wavelet series estimator)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φ(t)는 시계열변동의
평탄한(smoothing, 추세순환변동)부문을, ψjk(t)는 평탄하지 않은 부문(계절․
불규칙변동)을 나타낸다.
d

j, k

f ( t) = ∑ d
j, k

f̂ ( t ) = ∑ ĉ
k

여기에서

소파동계수

ĉ

j, k

j0, k

jk

φ

와

j0, k

( t),

j0, k

d̂

d

j, k

=

( t) + ∑ ∑ d̂
j

는

j, k

k

f ( x)

j, k

각각

11) 일반적으로 잡음은 백색잡음이거나 안정적 계열로 가정하였다.
- 5 -

ψ

jk

1

T

dx

jk

( t)
T

∑ y iφ

i= 1

j0, k

(

i
T

)

와

로 표현할 수 있다.
소파동은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수학적 함수로 나타낼 수 없으나 반복적으
로 近似的 接近에 의해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소파동계수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알고리즘 - 離散型小波動變換(DWT, discrete wavelet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산형소파동변환(DWT)은 시계열에 대해 고주파(high pass) 및 저주파
(low pass) 여과기(filter)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변환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Nason․Silverman 1994), 이를 이용하여 <그림 2>에서 보는 것처
럼 시계열을 소파동계수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파동계수는
…
로 정의되며 는
2j 진동수의 2-jk 위치의 소파동계수를 의미한다. 반대로 소파동계수는 逆離
散型小波動變換(IDWT, inverse discrete wavelet transformation)를 이용하여
원계열로 정확히 복원할 수 있다.
T

1

T

(

∑ yi

ψ

i= 1

ĉ 0, 0 , d̂

j, k

0, 0

(

i

T

, d̂

)

1, 0

, d̂

1, 1

, d̂

2, 0

,

d̂

n -1

n - 1, 2

-1

→

→

←

←

)

d̂

j, k

<그림 3>는 저주파의 sine함수에 두 시점의 구조변화와 국지적 고주파가
포함된 시계열에 대해 이산형소파동변환(DWT)으로 소파동계수를 산출한 결
과이다. 이에 따르면 구조변화(level-shift)는 W5～W8주기수준12) 및 0.2, 0.4
시점의 소파동계수로 표현되고 있으며 0.7～0.9시점의 국지적 단기변동은 W6
수준, 추세적 장기변동은 V5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Wj는 소파동의 단기변동을 나타내며 j가 줄어들면 변동주기가 길어진다. Vk는 장기변동을
나타낸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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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多重週期分析
경제시계열을 분석할 때 경우에 따라 장기적 추세는 물론 단기적 변동도 자
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주기별 시계열분석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 숲을 살펴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망원경 배율을
높이면 나무, 새 등 숲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반면 숲의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배율을 낮추면 숲의 전체적
모습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구성내역까지 알 수 없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시
계열분석은 하나의 망원경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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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형태의 주기별 변동을 동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기별 시계열분석을 위해 소파동분석에서 소파동계수를 단계적으로 구하는
과정을 이용한 多重週期分析法(Multiresolution Analysis; MRA)을 고려할 수
있다. 소파동계수는 시계열을 평탄한 부분(Vj)와 평탄하지 않은 부분(Wj)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기수준 j가 작아지면 평탄한 정도가 증가한다.
․ V0
․ V1 = V0 + W1
․ V2 = V1 + W2
：
․ Vn-1 = Vn-2 + Wn-1
d̂
ĉ
V0 = { ĉ }, W1={ d̂
}, V1={ ĉ
},
W2={ d̂ … d̂ }, V2={ ĉ … ĉ },
d̂
… d̂
Wn-1={ d̂
}
0, 0

2, 0

,

1, 0

,

,

n - 1, 0

,

1, 1

2, 3

2, 0

,

n - 1, 1

,

1, 0

,

,

n-1

n - 1, 2

,

1, 1

2, 3

-1

여기에서 {V0, V1, …, Vn-1}과 {V0, W1, …, Wn-1}은 각각 시계열의 다중주기
(multiresolution)근사, 다중주기분해로 정의된다. 앞서의 자료에 대해 다중주기
근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기가 길어지면서(V8→V3) 단기변동은 사라지고 추세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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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3. 經濟時系列에 대한 小波動分析
소파동은 경제분석에서 시계열의 분해, 예측, 평탄화, 주기별 관계분석 등에 응용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분야외에 구조변화 또한 특이항 파악에도 이용되는 등 관련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그 利用度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Lee․Hart․Speed, 1996;
Greenblatt, 1994).
가. 時系列의 分解
- 9 -

시계열은 통상 그 주기 특성에 따라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요인 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해방법으로는 계절조정을 위한 X-12 ARIMA법,
장기추세변동의 추출을 위한 Hodrick․Prescott방법 등이 있다.
소파동분석에서는 시계열을 이러한 기존 방법보다 세분된 주기변동으로 분
해할 수 있다. Arino․Vidakovic(1995)은 시계열(Y)이 해당주기 변동(Xj)의 합
(X0 + X2 + … + Xn-1)으로 구성됨을 가정하고 다음 3단계의 과정을 이용하여
시계열을 분해하였다. 먼저, 시계열을 이산형소파동변환(DWT)을 이용하여 다
음의 소파동계수로 변환한다.
d=(

ĉ 0, 0 , d̂

…
다음으로,
“0”으로 대치한다.
d 0, d 1,

,

0, 0

dn-1

d 0 = ( 0 , d̂

d j = ( 0 , 0,

：

1, 0

, d̂

1, 1

, d̂

2, 0

,

…

d̂

n -1

n - 1, 2

-1

)

에 해당하는 주기 수준 소파동계수외의 계수값을

0, 0

d 1 = ( 0 , 0, d̂

：

, d̂

…

, 0,

1, 0

, d̂

…

, d̂

j, 0

,

0)

1, 1

…

,

d̂

…

0)

j

j, 2 - 1

,

…

,0 )

…
…
마지막으로 d1, d2, … dn-1를 다시 역이산형소파동변환(IDWT)을 이용하여 시
계열로 복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계열 Y를 해당 주기요소시계열 X0,
X1, ․․․, Xn-1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소파동을 이용하여 시계열의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주기수준의 소파동계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스캘로그램
(scalogram)을 작성하고 그 값의 크기로 優勢週期의 수준을 알 수 있다.13)
d n - 1 = ( 0 , 0,

0, d̂

,

n - 1, 0

d̂

n -1

n - 1, 2

-1

)

13) 스펙트럼분석에서는 피리오도그램(periodogram)으로
우세주기(dominant period)를 파악할 수
있다. 소파동분석에서는 시계열의 주기를 2k로 설정하여 스캘로그램보다 분석의 정도가 다
소 떨어지지만 계절성과 같이 주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식별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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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logr a m = (

ĉ

2
0, 0

,

E 0, E 1,

…

2

, E n - 1 ),

j-1

Ej= ∑

k= 0

d̂

2

jk

나. 時系列의 豫測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예측은 통상 시계열이 일정한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으로 표현되며 그 행태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이루어진다. 그
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계열의 행태가 주기에 따라 다른 경우 시계열
을 주기별 변동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예측한 후 결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Arino(1996)는 시계열을 앞에서 설명한 소파동분해방법으로 추세․순환 및 계
절․불규칙요인의 두 부분으로 분해․모형화하여 예측치를 산출한 후 이를 결합하
여 최종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스페인의
시멘트 생산량 예측에 적용하여 소파동모형이 계절ARIMA모형보다 예측력이 높
은 것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다. 時系列의 平坦化
시계열이 시간에 따른 신호(signal) f(t)와 잡음(noise) εt로 구분됨을 가정하
고 시계열 yt에 대해 이산형소파동변환(DWT)을 적용하여 소파동계수를 산출하
면 통상 잡음은 단기 또는 고주파 주기수준의 작은 소파동 계수로, 신호(signal)
는 저주파의 유의한 소파동계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소파동계수중 일정수준이하
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잡음에 관련된 소파동계수로 간주하여 이
를 제거한 후 역이산형소파동변환(IDWT)을 이용, 시계열자료로 복원하면 잡음
이 제거된 f(t)의 평탄화된 추정치가 생성된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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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εt

→

→

→

→

→
f̂ ( t)

<그림 6>는 이 과정을 두 개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그림은 생성함
수에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과 이를 이산소파동변환(DWT)으로 분해한 결과이
다. 한편 아래의 그림은 위 그림의 소파동분해 결과에서 초단기주기(W7～W8)
및 일부주기의 유의하지 않은 소파동계수를 제거한 후 역이산소파동변환
(IDWT)으로 복원하여 평탄화된 추정계열이다.

라. 經濟變數간의 關係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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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Lampart(1996)는 소파동을 이용하여 소비 및 소득을 분해한 후 각 주
기수준별로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비례하
지만 주기수준이 짧아지면서 그 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視界(time horizon)에 따라서 다른 소비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小波動을 이용한 金利의 分解 및 豫測

1. 利用資料 및 分析槪要

이 논문에서 소파동분석의 대상금리로서 1990. 1월～98. 4월중 주별 평균 회사채유통
수익률(3년 만기)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다른 금리에 비해 거래규
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당국의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시중자금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二變量模型 추정에 요구되는 추가적
인 금리변수로는 外生性이 강한 주별 평균 콜금리(1일물)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二變量
模型에서 통화당국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콜금리를 외생변수로 사용하면 모
형의 예측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최근 변동성을 고려하여 초단기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5개의 예측모형을 추정한 후 標本外(out-of-sample) 豫測力을 비교하여 소파동분석
모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예측을 위한 單變量時系列模型으
로 ① ARIMA모형, ② 스펙트럼예측모형과 ③ 소파동예측모형을 추정하는 한편
콜금리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구성되는 二變量時系列模型으로 ④ 회귀모형과 ⑤
소파동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이용되는 소파동은 8개 시점의 가중평
균으로 표현되는 濾過器(filter)로 생성되는 Daubechies(1992)의 直交 소파동
(orthogonal wavelet)을 이용하였으며14) 시계열 兩端處理方法으로는 反射處理法
(reflection handling)을 적용하였다.15) 소파동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S+Wavelets를 이용하였다(Bruce․Gao, 1996).

2. 會社債流通收益率의 週期別 變動性
14) 본고에서는 수학적으로도 좋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경제학 및 통계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Daubechies 소파동을 이용하였다.
15) 그외의 양단처리방법으로는 주기(periodic)처리법, 다항연장방법 등이 있다(Bruce․Ga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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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기간중(1990.1.1～98.4.30)의 주별 평균 회사채유통수익률 추이는 <
그림 7>와 같다.16)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대체로 경기변동에 다소 후행하지만17)
1993년 8월 실명제, 97년 12월 IMF와의 협의하에 고금리 정책 실시 등과 같
이 경기변동과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은 앞서 Arino․Vidakovic(1995)이 제시한 소파동분해방법을 이용
하여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장기(16주이상), 단기(4～15주), 초단기변동(4주미만)
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장기변동에서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추세적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정점은 각각 1991년, 95년(기업 자금수요증대), 93년(실
명제), 97년말(고금리 정책) 등에서 나타났다. 단기 및 초단기변동을 살펴보면
회사채유통수익률의 변동성이 97년 12월이후 대폭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그림 7>에서 보듯이 97년말 금융․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
안정성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1990년 중반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은 이후 물가불안, 주식시장침체로 인
한 직접금융의 축소 등으로 1991년 3/4분기중 연 20%에 육박하였으나 이 후 경기둔화, 규
제금리인하, 물가상승률하락, 기업자금수요 축소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93년 3월말 11%
대까지 하락하였다. 1993년 8월 실명제의 실시로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으며 이후 경기회복
세 확산에 따른 기업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1995년초까지 상승하였다가 물가안정과 기업의
자금가수요 진정으로 97년 10월까지 12%내외를 유지하였다. 1997년 11월중 금융기관의 외
화차입이 어려워지면서 14.1%로 높아지고 97년 12월 IMF와의 협의하에 고금리정책의 실
시, 기업도산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97년말 31%까지 급상승하였지만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 회사채유통수익률은 경기후행지수의 구성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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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會社債流通收益率의 豫測模型

이 논문에서는 1개월 이내의 초단기예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측모형을 설정하
였다. 기존 예측모형에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이용하여 1개월
이내의 초단기 변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측모형은 단변량시계열
모형으로 ARIMA모형, 스펙트럼모형과 소파동예측모형을, 이변량시계열모형으로
회귀모형과 소파동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가. ARIMA模型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다양한 변동요인을 반영한 확률과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가정
하여 ARIMA예측모형을 설정하였다. 회사채유통수익률이 불안정(nonstationary)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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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되어 차분하여 모형화하였는데 그 결과 <표 1>의 ARIMA모형으로 추정하
였다.18) 모형의 잔차에 대한 Ljung-Box의 Q검정 결과, 각 시차에 대해 한계유의확률
(p-value)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잔차가 백색잡음(white noise)에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나 모형설정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

Δ log (1 + RC t/100 ) = 0.0001 + 0.225 Δ log (1 + RC

+ 0.122

Δ log (1 + RC

t- 2

- 0.365

Δ log (1 + RC

t- 5

+ 0.192

Δ log (1 + RC

t- 8

+ 0.092

Δ log (1 + RC

t - 13

t- 1

/100)

/100) + 0.241

Δ log (1 + RC

t- 3

/100)

/100) - 0.092

Δ log (1 + RC

t- 7

/100)

/100) - 0.141

Δ log (1 + RC

t - 12

Δ log (1 + RC

t - 52

/100) +0.253

/100)

/100)

나. 스펙트럼(spectrum)豫測模型
회사채유통수익률의 차분계열이 안정적이고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모형의 형태(Yt=c(L)εt)를 지닌다고 가정한 후 c(L)의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예측하였다. 통상적으로
스펙트럼예측방법은 시계열을 ARIMA모형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oan, 1992; Granger, Newbold, 1986).
다. 單變量 小波動豫測模型
앞서 소파동분해방법으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을 장기(16주이상), 단기(4～15주),
18) ARIMA모형을 보다 축약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동평균(MA)항을 추가하였으나 추정결
과의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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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4주미만)로 분해한 후 각각을 시계열모형으로 예측한 후 이들 예측치를 합
하여 최종 예측치를 구하였다. 각 주기별 시계열은 모형의 설명력을 고려하여 단
계별자기회귀모형(Stepwise Autoregressive Regression)방법19)으로 추정하였다.
1～2주의 짧은 주기를 예측하는 경우 장기 및 단기변동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시차를 1차로 한정하였다.
L

RC

RC

RC

I
t

t

S
t

= 19.575 - 0.047 time + 1.000 RC

=- 0.00048+ 0.900 RC

=- 0.0013- 0.1662 RC

I
t- 1

- 0.4213 RC

L

RC t = RC t

+

t- 4

t- 1

I
t- 2

- 0.3712 RC

S

t- 1

S

- 0.5343 RC

I

L

- 0.2862 RC

I
t- 3

I
t- 5

I

RC t + RC t

라. 콜金利를 이용한 回歸模型

중앙은행이 지준규제(중앙은행차입, RP규제) 등을 통해 콜금리를 완벽히 통
제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콜금리를 이용한 단순한 회사채유통수익률 예측모형을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19) 우선 시간추세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후 추세에서 벗어난 부분은 자기회귀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
이다(SAS, 1993; Granger․Newbold,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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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1 + RC t/100) = 0.001

+

0.0042

log (1 + CALL t/100)

+

0.952

log (1 + RC t - 1/100)

마. 콜金利를 이용한 小波動豫測模型
<표 4>는 주기별 회사채유통수익률과 콜금리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주기
별를 달리하여 추정한 예측모형이다. 장기변동모형은 콜금리가 자기시차보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단변량소파동모형의 장기변동모형
으로 대치하였다.20)

L

RCC t =- 0.0039 +

S

RCC t = 0.0021 +

L

0.0106 CALL t

S

0.085 CALL t

I

L

+

L

0.991 RCC t - 1

S

0.824 RCC t - 1

I

RCC t =- 0.0002 +

RCC t = RC t

+

+

0.103 CALL t

S

I

RCC t + RCC t

바. 模型別 標本外 豫測誤差

여기서는 1990. 1월～98. 2월중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98.
4월말까지의 8개 예측대상기간중 금리변동을 예측한 후 1주씩 자료를 추가하
면서 98. 4월말까지 금리를 예측한 후 각 시점별로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바탕으로 RMSE%21)를 계산하여 각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표 5>는
추정된 5개 모형에 대해 標本外 豫測力을 비교하여 소파동예측모형의 유용성
20) 추가로 장기변동이 장기적으로 경제여건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실물․통화 등의 월별
자료를 주별자료로 분해하여 구조모형을 작성해보았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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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주기별 변동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단변량, 이변량
소파동예측모형이 기존의 시계열 및 간단한 구조모형보다 예측력이 예측시계
에 관계없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금리를 이용한 이변량 소파동예
측모형의 경우에는 7주의 예측시계에서도 예측오차가 5.5%에 불과하여 예측
모형중 가장 안정적인 예측력을 보였다.
한편 ARIMA모형은 예측시계가 3주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예측력이 크게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펙트럼모형은 ARIMA모형보다 예측력이 전 예측
시계에 걸쳐 우수하지만 소파동모형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콜
금리를 이용한 회귀모형의 경우 1주 예측력은 높으나 그 이후의 예측력은 단
변량소파동모형에 비해 낮았다.
<표 5>
단
변
량
모
형
이
변
량
모
형

예측시계(週) 1
모형
ARIMA모형
5.28
스펙트럼모형
3.58
소파동모형
3.03
콜금리이용한
3.01
회귀모형
콜금리이용한
2.81
소파동모형

2
7.70
5.04
3.39
4.52

(RMSE%)
3
4
5
6
7
10.62 12.16 14.40 12.74 15.30
7.26 7.89 9.40 10.13 13.34
5.32 5.98 8.10 8.70 11.01
6.94 8.46 10.28 11.70 13.67

2.75

3.75

3.57

Ⅳ. 結論 및 向後課題

5.37

5.47

5.51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金融不安定 및 金利變動性 증대로 금리예측의 중요성
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 새로운 시계열분석방법인 소파동이론을 이용하여 금
리예측모형을 추정하고 그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파동
금리예측모형은 ARIMA모형 등 기존의 단순시계열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21)

RMSE% =

1

T

T

∑

t= 1

[

예측치 t - 실적치
실적치 t

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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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소파동모형에서는 기존의 단순시계열모형과는 달리
시계열의 주기별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콜금리를 이
용한 소파동예측모형은 예측시계가 늘어나도 일정한 수준의 예측력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콜금리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1～2개월간 회사채유통수익
률의 움직임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2) 이처럼 소파동모형이 시계
열의 예측에 있어서 우수한 예측력을 보임에 따라 소파동모형은 일일변동이
큰 데다가 구조적 접근이 어려워 예측하기 힘든 환율, 주가 등의 예측에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된 소파동모형을 다음과 같이 보완․발전시킬 경우
단기예측이 중요한 경제시계열 예측의 정도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첫째, 주별 회사채유통수익률과 집계주기가 다른 생산, 투자 및 통화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월별, 분기별, 연간 금리예측모형을 별도 작성하여 주별 예측모형과 연계․이
용함으로써 예측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23) 마지막으로 소파동
모형의 예측력이 이용되는 소파동과 兩端延長方法에 따라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
여 소파동선정방법과 양단연장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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