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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비트코인(BTC) 시장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관계
가 바뀌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COVID-19 팬데믹 이전의 안정적 시장 상
태에서는 정보 유입 패러다임에 근거한 이론처럼 두 변수의 관계가 양(+)으로 나타났지만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극단적 시장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두 변수의 의존관계
구조가 달라지고 심지어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시장 스트레스 증가가 투자자의 거래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자산시장
에 구조변화를 일으켰으며,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관계(특히, 극단적 분위수
(quantiles)의 의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유
입 외에 시장 스트레스로 인한 행태적 편의나 군집행동(herding)과 같은 심리현상이 두 변
수의 의존관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검정해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Ross (2015)의 구조변화 탐지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는(i.i.d.) 임의변수 가정 없이 비선형 관계구조와 분포 꼬리 부분의 비대칭
적 의존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Copula 회귀분위수(CRQ)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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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발생과 2020년 3월 세계 보건
기구(WHO)의 COVID-19 팬데믹(pandemic) 선포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급
변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불확실한 자산시장을 경험하였다. 이런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변수인
변동성(volatility)은 투자자들에게 위험관리, 자산 가격과 관련된 의사결정, 포트
폴리오 구성 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으로 확대된 변
동성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자산시장의 미시적 구조(microstructure)를 고
려한 연구, 특히 투자자의 거래 행태(behavior)를 반영하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의
존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혼합분포가설(mixture of distribution
hypothesis: MDH)(Clark, 1973; Tauchen and Pitts, 1983 등)이나 순차적 정보 모
형(sequential information model: SIM) (Copeland, 1976; Jennings et al., 1981 등)
과 같은 정보 유입 패러다임에 의해 양(+)의 관계가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다.
즉, 혼합분포가설에 따르면 변동성과 거래량은 모두 관찰 불가능한 잠재적 정보
에 공통으로 의존하므로 정보 발생 횟수의 확률적 변화가 결과적으로 변동성과
거래량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두 변수는 양(+)의 관계를 갖게 한다. 하
지만, 최근 경험적 연구들은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심
지어 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예, Galati, 2000; Park,
2011; Wang and Huang, 2012), 그 원인으로 심리적 현상인 행태적 편의
(behavioral

biases)

혹은

군집행동(herding)의

발생이나

시장에

충격정보

(surprising information)의 유입에 따른 거래 행태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예, Bessembinder et al., 1996; Diether et al., 2002; Park, 2010).
본 논문은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변동성과 거래
량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COVID-19
팬데믹 이전에는 두 변수의 관계가 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구간도 있었다. COVID-19 팬데믹 이전에는 정보 유입 패러다임
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고, 그 이후는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시장 스트레스 상승에1)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언하면,
1)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금융 스트레스(financial stress)를 측정하는 OFR 금융 스트레스 지수(FSI)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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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기간의 시장 변동성과 스트레스 증가는 사적 정보가 부족한
잡음 거래자(noisy traders)로 하여금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거래자의
투자를 모방하려는 군집행동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다(Bekaert, 1996). 또한 잡음
합리적 기대 모형(noisy rational expectations models)(Hellwig, 1980)에 따르면 군
집행동으로 인한 잡음 거래자의 이질성 감소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오히려 감소시켜, 변동성과 거래량 변수는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은 Ross (2015)가 제안한 구조변화 탐지 검정을
수행하고2), 비선형 관계구조와 변동성 분포의 분위수별(quantiles) 의존관계를 파
악할 수 있도록 Koenker and Bassett (1978)의 분위수회귀 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 아이디어를 확장한 Copula 회귀분위수(CRQ) 접근법을 제안한
다3). 이 계량방법은 변수들의 복잡한 의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Copula 함수(Sklar, 1959)를 이용한 일반적 비선형 분위수회귀 모형에 기반하므
로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는(i.i.d.) 임의변수 가정이 필요 없으며 극단 값에
해당하는 분포 꼬리 부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Bouyé and Salmon, 2009; Chen et al., 2009; Noh et al., 2015).
그리고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 시장을 Copula 회귀분위수 접근법
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 정하고 야후 금융 사이트가 제공하는 2019년 01
월 07일부터 2020년 06월 02일까지 BTC 가격과 거래량의 일별 자료를 사용한
다. 여기서 실증분석을 위해 BTC 시장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금융 스트레스 지수(FSI)를 기준으로 했을 때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시
장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높았던 시기가 길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되
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특성상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거래자 행태(behavior)를 반영하는 거래량은
투기 수요나 거래자의 심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Bessembinder
and Seguin, 1993) 이런 현상은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 비트코인 시장에서 확연하
으로 COVID-19가 대유행한 2020년 3월에 10.266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스트레
스 수준을 나타냈다. 참고로 금융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상이면 금융 스트레스 지수(FSI)는 양(+)의
값을 갖는다.
2) Ross (2015)가 제안한 구조변화 탐지 검정법은 분포의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구조변화
(structural changes)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정규분포하지 않는 자료의 1차 적률(moment)뿐만
아니라 2차 적률에서도 구조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Embrechts et al. (2002)와 같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단순한 선형 상관 분석은 수익률과 같이 극단적
첨도와 왜도를 가져 심한 비정규성을 나타내는 시계열 변수들의 의존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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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na et al., 2018). 셋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은 시장가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4) 언론과 투자 기관은 물론 정
책 입안자, 경제학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Copula 함수와 분위수회귀 모
형의 개념을 소개하고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관계와 꼬리 부분의 비대
칭적 의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opula 회귀분위수(CRQ) 접근법을 제안한다.
제III장에서는 비트코인(BTC) 수익률과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COVID-19 팬데
믹으로 인한 구조변화를 탐지하고 두 변수의 비선형 의존관계에 미친 영향을 실
증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Copula 함수와 분위수회귀 접근법
이 절에서는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Koenker and Basset (1978)의 분위수회
귀 모형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일반적인 비선형 분위수회귀 접근법을 소개함으
로써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관계구조를 이해하고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시장 스트레스가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
는 계량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1. Copula 함수
Sklar (1959)는 여러 확률변수 간의 복잡한 의존성 구조를 파악하려는 방안으
로 Copula 개념을 소개하였다. Copula 함수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결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며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1(Copula): 다음 특성을 만족하는 함수      →    는 d-차원 Copula
이다.

4)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015년 70억 달러였으나 2017년에 2,160억 달러로 30배 넘게 급증하였고 2020년
11월 기준으로 3,00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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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grounded” 함수이고 d-증가함수이다. 여기서 “grounded” 함수의 특성은

    ′∈   와 ∈  d에 대해   이면     
임을 의미한다.
2. 는     ′∈   와 ∈  d에 대해

        를 충족한다.
Sklar 정리(theorem)에 따르면 확률변수    의 주변분포함수(marginal
distribution function)       가 존재할 때 확률변수의 결합분포함수

  ⋯  에 대하여 d-차원의 Copula 함수 가 존재하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           

(1)

특히,     이 연속이면 Copula 함수 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는  의 역함수이다. Sklar 정리에 의하면 결합분포함수는 연속적인

주변분포함수와 종속구조로 분리될 수 있으며, 이 종속구조는 Copula 함수로 표
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opula 함수는 변수들 사이의 의존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Copula는

크게

타원형(Elliptical)

Copula와

아르키메디안

(Archimedean) Copula로 분류할 수 있다. 타원형 Copula는 분포 모양이 타원형
이며 꼬리 의존성이 대칭적인 분포를 하고 Normal Copula, Student-t Copula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아르키메디안 Copula는 분포의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
으며 꼬리 의존성이 비대칭적인 분포로 Gumbel Copula, Clayton Copula 등이 해
당한다.

2. 회귀분위수(Regression Quantiles)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관계는 물론 변동성 분포 꼬리 부분의 비대칭적 의존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위수회귀 모형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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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ula 분위수회귀 모형을 도출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을 가정한다.

  ′       ⋯ 

(3)

여기서  는 종속변수,  는 독립변수,  는 0에 대해 대칭인 연속 확률분포함수

를 갖는 i.i.d. 확률변수이며  는 모수(parameter) 벡터이다. 분위수회귀 모형을
처음 제안한 Koenker and Bassett (1978)는 이 선형 회귀모형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선형 회귀분위수를 정의한다.

정의 2(regression quantiles):  가 주어질 때  의  조건부 회귀분위수는 다음
최소화 문제를 만족하는 해가 된다.


min∈ 

     ′









(4)

여기서 ∈   그리고          는 체크함수(check function)이
다. 단,  · 는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이면 1 아니면 0이 된다.

은 다음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그리고  조건부 선형 분위수회귀 추정량 
있다.


  arg min       

(5)

여기서    ⋯  ′ 는  × 벡터,    ⋯  ′ 는  × 행렬이다.
Koenker and Bassett (1978)는 선형 분위수회귀 추정량의 일치성과 점근적 정규
성에 대해 증명하였으며, 후에 Bassett and Koenker (1982)는 i.i.d. 오차항을 갖는
선형모형에 대한 경험적 분위수회귀 함수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선형 모수 함수 대신 비선형 모수 함수    를 정의하여 비선형 분위
수회귀 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최소화 문제로부터 비선형 회귀분위수

 을 구할 수 있다.
추정량 
arg m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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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pula 회귀분위수(CRQ)
Bouyé and Salmon (2009)은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앞에서 소개한 선형 회
귀분위수의 아이디어를 확장함으로써, 비선형 회귀분위수를 모형화하기 위한 보
다 일반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Copula 개념을 적용한 조건부 분위수를 추
정하기 위해 단순하게 일차원    를 가정하여 조건부 분포와 Copula를 연
결할 수 있다. 즉,

   
  ∣     ∣   




(7)

여기서  ∣  는 주어진  에 대한  의 조건부 분포이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일 때  의  조건부 분위수는 Copula 함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    ∣   

(8)

여기서   ∣    ∣ 은    일 때  의  조건부 분위수 함수이며 
를 기준으로       의 역함수이다. 위의 일차원  경우를 다차원
으로 확장하기 위해 모수 ∈ 를 포함하는 Copula ⋅ ⋅   를 가정하면
Bouyé and Salmon (2009) 혹은 Chen et al. (2009)의 표현처럼   일 때  의
조건부 분위수는 다음과 같다.

            

(9)

따라서  조건부 분위수는 Copul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3(Copula regression quantiles: CRQ):   일 때  의  Copula 회귀분
위수는 다음 최소화 문제를 만족하는 해가 된다.

arg min           ∣    


여기서              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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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화 문제의 해는 일반적 비선형 분위수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Koenker
and Park (1996)이 제안한 내부점 알고리즘(interior point algorithm)5)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한편, Noh et al. (2015)는 Copula 회귀분위수 추정을 위해 주변
함수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고, Copula 밀도함수의 파라미터를 고려할 것을 제
안한다. 즉, Copula 밀도함수의 특정 파라미터 군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는 변동성과 거래량의 의존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변
량 Copula 회귀분위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특정 Copula로 보편적인 Normal
Copula를 가정할 수 있다. 이때 모수   (상관 모수)를 포함하는 Normal
Copula 회귀분위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분위수에 따라 가변적인 상관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11)

III.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Copula 회귀분위수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대표하
는 비트코인(BTC) 시장의 수익률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관계구조를 이해하
고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시장 스트레스가 수익률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자료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한 비트코인(BTC) 가격과 거래량 자료는 야후 금융 사이트
(finance.yahoo.com)가 제공하는 2019년 01월 07일부터 2020년 06월 02일까지
일별 자료를 사용하였다.6) 자료 기간은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금융 스트레스
(financial stress)를 측정하는 OFR 금융 스트레스 지수(FSI)를 기준으로 본 실증
분석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Figure 1>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2019
5) Koenker and Park (1996)이 제안한 내부점 알고리즘의 주 아이디어는 비선형 분위수 문제를 일련의 선
형 분위수 문제로 분할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최소화 문제의 해는 R 소프트웨어의
‘quantreg’ 패키지를 설치하면 제공되는(https://cran.r-project.org/ web/packages/) ‘nlrq’ 함수를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6) BTC 가격 자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한 종가이며 거래량 자료는 24시간(1일) 거래량이다. 그리고 결측
값이 발견된 1일을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된 일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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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of the Financial Stress Index(FSI)

년 01월 07일부터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 상태를 보였으나 COVID-19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게 상승하여(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0.266을 기록하였음) 2020년 06월 02일까지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었다.7) 따라서 본 실증분석 기간은 금융시장 스트
레스 관점에서 COVID-19 발생 공표 전후로 시장이 명확하게 구조적 대비를 이
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추후 분석에서는 구조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검정을 수행한다.

BTC 시계열은 주로 비정상(nonstationary) 과정이나 일차 차분에 의해 정상화
될 수 있는 I(1)과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정상성을 피하고자 t 시기와 t-1 시
기 가격에 로그를 취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하여 수익률로 전환하였다. 즉, BTC
가격을  로 표시하면 수익률은   ln    ⋅으로 정의된다.

7) FSI 지수 값은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 음(negative)이 되며, 평균 이상이면 양
(positive)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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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ily BTC(  ), Returns(  ), Volatility(  ), and Detrended
log-volume(  )

변동성(  )은 Schwert (1990), Cao and Tsay (1993), Bessembinder and Seguin

 를 곱한 값으로 계
(1993) 등과 같이 수익률에서 평균(  )을 뺀 절댓값에 
산할 수 있다8).

8) 수익률 변동성의 최적 대용변수(proxy)로 실현 변동성(realized volatility)을 고려할 수 있으나 BTC의
경우 시장 전체에 대한 과거 고빈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 변동성 계산이 어렵다. 다행
히, 일반적으로 절대 수익률 변동성은 위험 지표로서 실현 변동성과 거의 같은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참고: Zheng et al., 2014), 모형설정 편의를 포함할 수 있는 GARCH 모형과 같은 변동
성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변동성보다 실제 변동성의 속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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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거래량과 변동성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예,
Jorion, 1996; Galati, 2000; Park, 2010 등)처럼 로그거래량의 추세를 제거할 필
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거래량 변수로 추세 제거 로그거래량 (  , 이후 거
래량으로 표기)을 사용한다.
<Figure 2>는 BTC 가격(  ), 수익률(  ), 변동성(  ), 거래량(  ) 변수들에
대한 변화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세계 보건 기구(WHO)가 COVID-19
글로벌 대유행을 선포한 2020년 3월에 BTC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률 변동성이
지속해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Table 1>은 각 변수의 더 정확한 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 통계량
과 Ljung-Box Q 및 Jarque-Bera 검정 통계량의 추정값을 제공한다. 수익률의 높
은 분산(17.2920)과 변동성(17.3707)은 분석기간 동안 수익률이 매우 불안정적임
을 나타내며, 왜도와 첨도 추정값은 물론 Jarque-Bera 검정통계량 추정값에 의하

<Table 1>

Preliminary statistics

Statistics

BTC(  )

Returns(  )

Volatility(  )

Trading
Volume(  )

Mean

7699.76

0.1683

3.1261

0.0000

Median

8106.15

0.1154

1.8605

-0.0321

Maximum

13016.23

16.7104

58.4562

1.1083

Minimum

3399.47

-46.4730

0.0027

-0.6297

Variance

5485072.68

17.2920

17.3707

0.1108

Skewness(Sk)

-0.3457

-2.4524

5.6736

0.5012

31.7716

61.3121

-0.1330

Kurtosis(Ku)

-0.8372

JB

25.09(0.00)*

22236(0.00)*

83619(0.00)*

21.88(0.00)*

Q(5)

2398.5(0.00)*

12.01(0.03)*

43.56(0.00)*

1484.4(0.00)*

Q(10)

4513.1(0.00)*

18.73(0.04)*

66.40(0.00)*

3981.8(0.00)*

Notes: The returns of BTC and volatility ar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s of prices,
 ∣   ∣, respectively. If a distribution is
  ln    ⋅, and   
normal, both Sk and Ku become 0. JB is the Jarque-Bera normality test, Q(M) is the
Ljung-Box Q statistics at lag M. Significance levels(p-values) are in parentheses, and
the asterisk * deno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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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익률과 거래량의 분포가 모두 심한 비정규성을 갖는다. 또한, Ljung-Box Q
통계량의 추정값으로부터 특이한 사항은 자산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은 시계열
상관관계를 갖는 것에 비해 분석기간 동안 BTC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계열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래량은 더 강한 시계열 상관을 갖는다
는 사실이다. 이는 COVID-19와 관련한 주요 정보가 BTC 시장에 유입되는 것
외에 COVID-19 불안감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군집행동이나 추세 추종 전략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BTC 수익률 변동성의 구조
변화와 함께 변동성과 거래량 관계의 비선형성 심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2. 구조변화 탐지와 거래량-변동성 관계 분석
<Figure 3>는 시간 축을 포함하는 3차원 그래프로 거래량과 수익률 변동성의
동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래프를 보면
COVID-19 팬데믹 전에 해당하는 분석기간의 초반부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과 변동성이 확연한 양(+)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COVID-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분석기간의 후반부에는 오히려 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거래량과 변동성의 이런 동태적 비선형 관계 외에도 변동성
분포의 양쪽 꼬리 부분에서 두 변수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분석기간 동안 수익률 시계열에 구
조변화가 발생하는지 Ross (2015)가 제안한 구조변화 탐지 검정을 수행하고, 두
변수의 결합확률분포와 제2절에서 설명한 분위수회귀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분포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s)를 탐지
하는 효과적 방법인 Ross의 구조변화 탐지 검정을 수행한 결과 검정 통계량의
추정치 최곳값은 83.1662(임곗값 13.8574)로 시계열에 구조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며, 수익률 자료에 근거한 통계적 구조변화 시점은
2020년 3월 6일로 탐지되었다. 참고로 이 시점은 세계 보건 기구(WHO)가
COVID-19 국제 비상사태를 공표한 2020년 1월 30일보다 늦지만 팬데믹을 선포
한 2020년 3월 11일보다는 며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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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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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olatility and Detrended
log-volume(dtlv)

따라서 금융시장 스트레스 지수(FSI)를 기준으로 FSI가 양(+)의 값으로 전환하
기 시작한 2020년 3월 1일이 통계적 구조변화 시점과 며칠 차이가 있지만
COVID-19로 야기된 투자자의 심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 1일을 구조변화 시점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9), 2020년 3월 1일 이전 기간을 레짐 I(Regime I: COVID-19 이전), 이
후 기간을 레짐 II(Regime II: COVID-19 기간)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9) 통계적 구조변화 시점과 FSI를 기준으로 한 구조변화 시점의 차이는 5일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실증
분석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구조변화 탐지 검정 결과를 통해 우리는 분석 기간
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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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iva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s
Regime I

Regi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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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Quantile Regression(     ⋯ )





<Figure 4>는 거래량과 변동성 변수의 결합확률분포이며, 확률밀도가 같은 곳
을 선으로 연결한 등고선 그래프(contour)로 표현하였다. 이 그래프를 보면

8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7권 제1호 (2021.3)

COVID-19 이전과 이후로 두 변수의 결합확률분포 형태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두 변수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레짐 I과 II로 나누어 다음 선형 분위
수회귀 추정량에서  (     ⋯)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을 구하여 <Figure 5>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arg min             

(13)

거래량 변화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기울기 계수 의 추정치
변화는 레짐 I과 레짐 II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레짐 I의 경우 중앙 분
위수(   )에서 거래량이 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값이 0.1부터
0.9로 증가하면서 의 추정치도 증가하여 거래량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
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레짐 II의 경우 중앙 분위수(   )에서 거래량이 변
동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0.2부터 0.7까지  값이 증가하면서 의 추정
치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거래량이 미치는 음(-)의 영향 정도가 커지나 높은 변동
성을 나타내는    에서는 반대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들은 예상처럼 구조변화에 따른 레짐 상태와 변동성
분포의 위치에 따라(특히, 분포의 극단적 위치에서)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달라
지는 복잡한 비선형 의존 관계구조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Copula 회귀분위수(CRQ) 추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
한다.

3. CRQ를 이용한 분석결과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에 의하면(예, Embrechts et al., 2002) 선형 상관 계수는
수익률과 같이 비정규 분포하는 시계열의 의존성을 측정하는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없다10). 따라서, 이 절에서는 COVID-19로 인한 구조변화가 거래량과 변
동성의 의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선형 관계구조를 파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는(i.i.d.) 임의변수 가정이
필요 없는 Copula 회귀분위수(CRQ)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0) <Table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든 시계열 자료(특히, 수익률과 거래량)는 심한
왜도와 첨도가 있는 비정규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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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관계와 분포의 분위
수별 의존관계의 차이는 각 Copula의 회귀분위수 함수로 측정할 수 있으며, 본
실증분석에서는 특정 Copula로 분포 꼬리의 대칭적 의존관계를 포착해주는 타원
형 Copula의 Student-t(혹은 Normal) Copula, 그리고 분포 꼬리의 비대칭적 의존
관계를 포착해주는 아르키메디안 Copula의 Gumbel Copula를 각각 사용한다.
<Figure 6>는 레짐 I과 레짐 II로 나누어     에서 변동성을 종
속변수로 하는 Copula 분위수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아래 녹색선:

 분위수, 빨간 선:  분위수, 위 녹색선:  분위수). 레짐 I의 경우
Gumbel과 Student-t Copula 모두 두 변수의 비선형 양(+)의 의존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비선형 의존성은   , 즉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오른쪽
꼬리 부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레짐 II의 경우 비선형 의존성이 레
짐 I보다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오른쪽 꼬리 부분에서 더 두
드러진다.
이제 비선형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Copula의 회귀분위수 함수에 추
정 모수로    (상관 모수)(     ⋯ )를 포함하여 상관 모수의 추
정이 용이한 Normal Copula를 이용하여 분위수별로 가변적인 상관 모수를 추정
한다. 이 추정결과는 레짐 상태에 따라 분포의 꼬리 부분에서(즉, 변동성이 낮거
나 높은 경우)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다. 레짐 I과 레짐 II로 나누어 추정결과를 기록한 <Table 2>와 <Table 3>를 비
교해보면, 중앙 분위수(   )를 기준으로 COVID-19 유행 이전의 레짐 I의 경
우

상관

모수

추정값이

0.1993으로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양(+)이지만

COVID-19가 유행한 레짐 II의 경우 상관 모수 추정값이 -0.1062로 두 변수의 의
존관계가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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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pula Quantile Regression
    

Regime I

Regime II

COVID-19 팬데믹이 BTC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CRQ 접근법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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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Copula QR Estimates: Regime I

τ



S.E.

t value(p-value)

0.05

0.5056

0.0237

21.2697(0.00)*

0.10

0.3887

0.0244

15.9306(0.00)*

0.20

0.0430

0.0258

1.6679(0.09)**

0.50

0.1993

0.0719

2.7695(0.00)*

0.80

0.4941

0.0676

7.3002(0.00)*

0.90

0.4615

0.0727

6.3481(0.00)*

0.95

0.4951

0.1797

2.7550(0.00)*

Notes: For the Normal Copula QR model, the nonlinear regression quantile function is
              
       , where  is a correlation
parameter. The asterisks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able 3>

Normal Copula QR Estimates: Regime II

τ



S.E.

t value(p-value)

0.05

-0.5761

0.0758

-7.5987(0.00)*

0.10

-0.5296

0.0703

-7.5286(0.00)*

0.20

-0.2676

0.0940

-2.8454(0.00)*

0.50

-0.1062

0.1012

-1.0498(0.29)

0.80

0.2470

0.1223

2.0190(0.04)*

0.90

0.3583

0.1500

2.3876(0.03)*

0.95

0.4227

0.1391

3.0385(0.00)*

Notes: For the Normal Copula QR model, the nonlinear regression quantile function is
              
       , where  is a correlation
parameter. The asterisks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이런 흥미로운 현상은 분포의 왼쪽 꼬리 부분(변동성이 낮은 경우)에서 더 확
연하게 나타나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면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음(-)에서 양(+)으
로 바뀌는 비선형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분포 꼬리 부분의 의존관계는 선형
회귀분석의 결과와 확연히 다르다. 즉, 레짐 I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꼬리 부분에
서 모두 강한 양(+)의 대칭적 의존관계를 나타내지만, 레짐 II의 경우 왼쪽 꼬리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반면에 오른쪽 꼬리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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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꼬리 부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
이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COVID-19 글로벌 확산 시점을 기준으로 레짐 전환이 탐지되었으며, BTC 시장
의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구조도 두 레짐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
다. 둘째, COVID-19 범유행 기간에 발생한 극심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혼
합분포 가설(MDH)이나 순차적 정보 모형(SIM)의 설명처럼 정보 유입의 영향으
로만 두 변수의 관계가 양(+)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모형설정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두 변수의 관계 분석을
위해 선형 분위수회귀 모형보다 비선형 분위수회귀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
해 보이며, 기존 연구들처럼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꼬리 부분에서 확연히 다른
의존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IV. 결 론
금융경제 분야에서 시장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40년 가까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수익률의 변동성과 거래량 사이에 양(+)의 관
계가 존재한다는 정보 유입 패러다임에 근거한 이론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험
적 연구들은 서로 상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의 발생은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는 기존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
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시장 스트레스 상승이 투자자의 행태적 편
의나 군집행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 변동성의 확대와 함께 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고, COVID-19 팬데믹이 변동성과 거래량의 의존관계에 영향을 미침으
로 인해 안정적 레짐 상태와는 다르게 두 변수 사이에 음(-)의 관계가 관찰되거
나 비선형 의존관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런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구조변화 탐지 검정을 수행
하였고, 비선형 관계구조와 변동성 분포의 분위수별(quantiles) 의존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Copula 회귀분위수(CRQ)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특정 Copula
함수로는 분포 꼬리의 대칭적 의존관계를 포착해주는 Student-t와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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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ula, 그리고 분포 꼬리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포착해주는 Gumbel Copula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 가격과 거래량의 일
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COVID-19 글로벌 확산 시점을 기준으로 레짐 전환이 탐지되었으며,
BTC 시장의 변동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구조도 COVID-19 팬데믹 이후에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극심한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보 유입 패러다임의 설명처럼 두 변수의 관계가 정
보 유입의 영향으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험적 연구들처럼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두 변수의 의존관계가 음(-)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셋째, 두 변수의 관계를 선형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모형설정 오
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COVID-19로 나타난 시장 스트레스가 두 변수의
비선형 의존관계와 분포 꼬리 부분의 비대칭 의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자산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축적이 이루어진 BTC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시장 스트레스 분석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추가 연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즉, COVID-19 백신의 제한적 효과
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시장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이 다시 발생한다면 본 논문의 결과가 자산시장의 선택이나 기간에 로버스트
(robust)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산시장이나 확장된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변동
성과 거래량의 비선형 의존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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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in the
BTC Market: A CRQ approach
Beum-Jo Park*
This study found an interesting fact that the nonlinear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using Bitcoin (BTC) market data that sensitively reflects investors’
trading behavior. That is, their relationship appeared positive (+) in a stable market
state before COVID-19 pandemic, as in theory based on the information flow paradigm.
In a state under severe market stress due to COVID-19 pandemic, however, their
dependence structure changed and even negative (-). This can be seen as a consequence
of increased market stress caused by COVID-19 pandemics from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resulting in structural changes in the asset market an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onlinear dependence of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in particular, their
dependence at extreme quantiles). Henc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n addition to
information flows, psychological phenomena such as behavioral biases or herd behavior,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market stress, can be a key in changing their dependence
structure.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performs a test of Ross (2015) for detecting
a structural change, and proposes a Copula Regression Quantiles (CRQ) approach that
can identify their nonlinear relationship structure and the asymmetric dependence in
their distribution tails without the assumption of i.i.d. random variabl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treme values was analyzed
by linear models, incorrect results could be derived due to model specification errors.
JEL Classification Number: G12, G40, C10
Keywords: COVID-19 pandemic, Copula quantile regression model, BTC market, Returns
volatility, Trading volume, Nonlinear dependence, Market stres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E-mail: bjpark@dankook.ac.kr, Tel: 031-8005-3385)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20.
Received: 17 November 2020, Received in revised form: 2 February 2021, Accepted: 25 February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