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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Ben-Rephael, Kadan and Wohl (2015),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rm-level liquidity premium exists and whether the premium exhibits a long-term 
trend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over the whole sample period 
(1998-2018), a liquidity premium of 0.083% exists in the cross-section of stocks. Interestingly, 
the pricing of liquidity declines significantly over the sample period. Sub-period analysis 
indicates that liquidity is priced mainly in the first sub-period (1998-2004) with a significant 
monthly premium of 0.304%, while the pricing of liquidity becomes weaker or insignificant in 
the second (2005-2011) and the third (2012-2018) period. I also find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liquidity premium in the first period is attributed to small stocks. To explore underlying 
reasons that might affect the decline in the liquidity premium, I decompose liquidity premium 
into the product of firm-level liquidity and the sensitivity of expected stock returns on 
liquidit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long-term decline is explained by both an increase in 
firm-level liquidity and a decrease in the sensitivity of expected returns on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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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동성이란 짧은 시

간 내에 시장에 가격충격을 일으키지 않으

면서 해당 자산을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Amihud and Mendelson 

(1986)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투자자

들이 높은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

므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평균수익

률이 더 높을 것임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

다. 이러한 주장은 Amihud and Mendelson 

(1989), Brennan and Subrahmanyam (1996), 

Brennan, Chordia and Subrahmanyam (1998), 

Amihud (2002), Hasbrouck (2009) 등 유동성

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에서검증된 바 있

다. 

Amihud (2002)는 시계열적 측면에서도 유

동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

다. 구체적으로, Amihud (2002)는 개별 종목

의 유동성 지표(Amihud measure)를 정의하

고, 이로부터시장수준의유동성지표를얻

어냈다. 그리고 직전 기간의 시장 유동성이

낮을수록 다음 기간의 주식수익률이 평균

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 

유동성에 관한 많은 기존 연구 중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는 Ben-Rephael, Kadan and 

Wohl (2015) (이하 BKW로 표기)이다. BKW

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유동성

이 그 종목의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196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

은 1970년대까지는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

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

으나, 그 이후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실

상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BKW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

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한

다. 첫째, 개별 종목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가 경제적으로 유의한지의 여부이다. 

Amihud and Mendelson (1986)은 거래빈도를

외생변수로 가정하고 전개한 이론모형에

의해 유동성 프리미엄이 거래비용을 충분

히 상쇄할 정도로 유의미한 크기를 갖는다

고 주장한 반면, Constantinides (1986) 및

Vayanos (1998)는 거래빈도를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전개한 모형에서, 유동성 프리미

엄의 크기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 대립되는 주장

들 중 국내 주식시장에서어느 것이 실증적

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유동

성 프리미엄의 크기에 장기적 변화 추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유동성 베타와 유동성 측정치의 곱으로 분

해함으로써, 변화 추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요소인지 확인하고자 한

다.1)

이 논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프

리미엄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그 크기를 직접추정하였을뿐만아니라, 

장기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유동성 프리

미엄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기관투

자자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유

1) 본 연구는 유동성이 낮은 특성을 가진 종목일

수록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지를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BKW는 이러한 종류

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유동성 특성 프리미엄

(characteristic liquidity premium)>으로 지칭

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BKW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 요인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민감도(유동

성 베타)와 관련된 유동성 프리미엄을 <체계

적 유동성 프리미엄(systematic liquidity

premium)>으로 부르고, 이러한 유형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로 NASDAQ 시장의 소형주에서

유의하게 기대수익률에 반영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분석한 결과로는 전체 표본기

간 및 하위 표본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계적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논문에서는

관련 내용의 서술을 생략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BKW가 정의한 <유동

성 특성 프리미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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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고려한 거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

다. 

이 논문의 이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유동성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정

리한다. III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표본자

료를 설명하며,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문헌연구 

Amihud and Mendelson (1986)은 매수-매

도호가 스프레드로 정의된 유동성 측정치

가 그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호가 스프레드가

클수록(=유동성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욱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함으로써 유

동성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

은 유동성 프리미엄은 거래비용의 현재가

치와 거래횟수의 곱에 비례하며, 경제적으

로 유의미한 크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

다. Amihud (2002)는 Amihud and Mendelson 

(1986)이주장한 유동성프리미엄의존재 여

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동성의 측정을 위해 단위 거래대금당 평

균 수익률 충격을 의미하는 Amihud 측정치

를 정의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미국 주식시

장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증

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Amihud (2002)는 시

장 전체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개별 종목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Amihud, Hameed, Kang and Zhang (2015)

는 Amihud (2002)의 연구를 45개국으로 확

장하여, 유동성 프리미엄이 미국 이외의 국

가에서도 관찰되는 세계적인 현상임을 주

장하였다. 

유동성이 주식수익률의 변동을 설명하는

체계적 위험요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

수 존재한다. Pastor and Stambaugh (2003)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 변화에 대한 민감도(베

타)가 큰 종목일수록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인 Acharya 

and Pedersen (2005), Charoenrook and 

Conrad (2008), Sadka (2006) 등도 이와 유사

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BKW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프리

미엄의 장기간 변화추세에 대해 연구하였

다. 이들은 1964년부터 2011년까지 약 50여

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동성 프리미

엄이 표본기간의 초기인 1964년부터 1975년

까지 크고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이후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감소하는 추세가 있

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횡단면 분석에서 유

동성 프리미엄은 유동성 측정치에 대한 민

감도(베타)와 개별 종목의 유동성 측정치의

곱으로 분해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이 감

소하는 원인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감소하

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관한 국내 연구로, 

Park and Eom (2008)은 유동성 지표로 정의

된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Yang (2012)

은 고빈도 자료를 통한 유동성 지표를 대체

할수있는저빈도유동성지표들중 Amihud 

(2002)가 제시한 Amihud 지표가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eon, 

Eom and Hahn (2005)은 국내 주식시장에

서도 미국과 같이 개별 종목의 유동성과 시

장전체의 유동성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유

동성 동행화 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소형주

그룹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

다고 주장하였다. Lee (2016)는 기관투자

자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증가하

여 기업가치도 증가하는데, 이는 기관투자

자와 같은 주식시장의 정보거래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들간의 경쟁이 시장의 정

보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

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Joo and Eom 

(2015)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주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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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지 않은 미래 실물경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설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Amihud 지표, 스프레드율, 회

전율 등의 다양한 유동성 지표들이 1분기

이후의 실질 GDP 성장률 또는 경기순환 국

면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내 연구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

및 그 장기적인 변화추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

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자료 

본 연구는 KOSPI 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거래자료 및 회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모

든 자료는 ㈜에프엔가이드의 DataguidePro 

DB에서 추출하였다. 표본기간은 1998년 1

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1년(252개월)이

다. 극단적인 일부 관찰값이 전체 분석결과

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3년(36개월) 

이상 거래된 종목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

며, 매 월별로거래일수가 15일 이하인종목

은 제외하였다.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유동성의 지표로

서매우다양한측정치가사용되나, 본연구

에서는 단위거래금액 당 수익률 충격의 크

기를 측정하는 Amihud (2002)의 전통적인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Amihud의 유동성 지표는 일별 수

익률과 거래대금만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

는 편리한 지표이다. 둘째, Hasbrouck (2009)

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여러 유동성 지표 중

Amihud의 유동성 지표가 일중 자료로부터

계산되는 가격충격과 가장 상관계수가 높

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Yang (2012) 또한 국

내 주식시장에서 고빈도 및 저빈도 유동성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저빈도 유동성 지표

들 중 Amihud 지표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년 이상의 비교

적 긴 기간이므로, BKW와 같이 인플레이션

의 영향을 반영하여 종목 i의 t월의 유동성

측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 

                                (1)

여기서 Di,t는 종목 i의 t월의 거래일수, 

|Ri,d|는 종목 i의 t월의 d번째 거래일의수익

률(%), TRDVALi,d는 당일 거래대금(원), INFt

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015년 기준 가

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항이다. 일반적

으로 AMIHUD 측정치는 매우 작은 값을 가

지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8을 곱한 값

을 사용하였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이유는 분모에

들어가는 일별 거래금액의 경제적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

컨대 20년 전의 1억원과 현재의 1억원은 화

폐가치 측면에서 현저히 다를 것으로 추측

된다. 실제로, 표본기간의 시작과 끝인 1998

년 1월과 2018년 12월기간의누적인플레이

션은 164%에 달하므로, 이를 보정항에서 고

려해줄 필요가 있다. 

식 (1)에 의하여 AMIHUD 측정치를 매월

종목별로 구한 다음, 월별로 상위/하위 1% 

이내에 속하는 종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Table 1>은 이 연구에 사용된 표본자료

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먼저, 전체 표본

기간(1998-2018)을 세 하위기간으로 나누고, 

1998-2004년을 Period 1, 2005-2011년을

Period 2, 2012-2018을 Period 3으로 부르기로

한다. Nfirm은 매 월 종목 수를 기간별로 시

계열 평균한 결과이다. AMIHUD는 먼저 식

(1)에 의해 정의되는 유동성 측정치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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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계산한 후, 횡단면 평균값을 구한

다. 그리고구해진값들의기간별시계열평

균값을 보고하였다. Monthly Return은 매월

종목별 수익률의 횡단면 평균값을 구하고, 

기간별로 그 시계열 평균값을 구하였다. 

Std(Monthly Return)은 매월 종목별 수익률

의 횡단면 표준편차를 구하고, 기간별로 시

계열 평균값을 구하였다. Market 

Capitalization은 매월 말 보통주 시가총액의

횡단면 평균값을 구하고, 기간별로 시계열

평균값을 구하였다. Book-to-Market은 전년

도 말 장부가치를 매월말의 보통주 시가총

액으로 나눈 값의 횡단면 평균값을 구하고, 

기간별로 시계열 평균값을 구한 결과이다. 

AMIHUD 측정치의 시계열 평균값은 전체

표본기간에서는 13.71이나, 기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Period 1에서는 36.24로

전체 기간 평균의 세 배에 가까운 반면, 

Table 1. Summary Statistics

　
Whole Period
(1998-2018)

Period 1
(1998-2004)

Period 2
(2005-2011)

Period 3
(2012-2018)

Nfirm 690 680 682 709 

AMIHUD 13.71 36.24 3.57 1.31 

Monthly Return (%) 1.84 2.46 2.06 0.99 

Std(Monthly Return) (%) 17.28 23.39 15.54 12.91 
Market Capitalization 

(Million Won) 737,294 219,686 822,873 1,174,527 

Book-to-Market 1.24 0.84 1.50 1.39 

Fig. 1. Time Trend in the Logarithm of Adjusted Amihu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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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2에서는 3.57로 급격히 감소하고, 가

장 최근인 Period 3에서는 1.31로 Period 1과

비교할때 3.6% 정도의비율에불과하다. 이

는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

음을뜻하는것으로, 거래금액당수익률충

격이 감소함으로써 개별 종목의 유동성이

그 종목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

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ig. 1>은 월별 AMIHUD 측정치의 횡단

면 평균값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를 전체

표본기간에 걸쳐 나타낸 것이다. 

Log(AMIHUD) 값은 표본기간의 초기에 높은

값을 보이다가 2002년 초까지 급격히 하락

하고 이후 2004년까지 다시 상승하는 등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이후 변동폭이 줄어

들며 절대적인 수준도 모두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미국 주식시

장에서와 유사한 현상으로, 단기적인 변동

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질적

인 주식거래비용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

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저

유동성 종목에 요구하는 수익률 프리미엄

또한 과거와 비교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 예상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요

구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 및 표본기

간 동안의 시간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유동성 프리미엄 검증

<Table 2>는 AMIHUD의 크기 순으로 구성

된 10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값 및 위

험조정 알파를 나타낸다. 개별 종목을 직전

월의 AMIHUD의크기기준으로 10개의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의 금월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두 번째 열의 Raw 

Return은이와 같이각 포트폴리오수익률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얻은 후,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Newey and West (1987)의 방법

에 따라 표준오차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

Table 2. Raw Returns and CAPM/FF-4 Alphas on Decile Portolios Sorted by Illiquidity Measure

Illiquidity Raw return 
(%) (t-value) CAPM 

alpha (%) (t-value) FF-4 
alpha (%) (t-value)

Low 0.821 (1.25) -0.014 (-0.08) -0.294 (-1.41)

2 0.556 (0.90) -0.227 (-1.05) -0.532 (-2.53)

3 0.713 (1.06) -0.077 (-0.25) -0.466 (-1.91)

4 1.019 (1.46) 0.250 (0.68) -0.105 (-0.49)

5 1.387 (2.09) 0.642 (1.66) 0.270 (1.19)

6 1.478 (2.26) 0.757 (2.08) 0.352 (2.06)

7 2.035 (2.71) 1.327 (2.95) 0.896 (4.28)

8 2.413 (3.20) 1.717 (3.70) 1.396 (6.09)

9 2.680 (3.42) 2.005 (3.76) 1.665 (4.96)

High 3.009 (3.43) 2.357 (3.61) 1.977 (3.96)

High - Low 2.188 (3.33) 2.371 (3.59) 2.27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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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t-값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Raw Return의 변화를 살펴보면, AMIHUD 

측정치가 클수록(즉 유동성이 낮을수록) 수

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구체적

으로 AMIHUD가 가장 낮은 그룹의 Raw 

Return은 0.821%이고 유의하지 않으나, 가장

높은 그룹은 Raw Return이 3.009%이고 t-값

이 3.4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

는 AMIHUD가 높은 종목일수록 (즉 유동성

이낮은종목일수록) 더높은수익률프리미

엄을 요구한다는 증거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AMIHUD가 가장 높은 포트

폴리오(High)를 매수하고, AMIHUD가 낮은

포트폴리오(Low)를 매도하여 구성된 무비

용 포트폴리오(High-Low)의 월평균 수익률

은 2.188%이고 t-값이 3.33으로, 이 포트폴리

오가 경제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성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다만 이와 같은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유

의한 양(+)의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요인에

대한 보상일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통제

한 후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번째

와 5번째 열은 시장위험에의노출을 고려한

CAPM-위험조정 수익률(알파) 및 그 t-값을

나타낸다. CAPM 모형의 무위험 수익률의

대용치로는 1년 만기 통화안정기금의 수익

률을 사용하였다. 시장위험을 통제한 후에

도 AMIHUD와 위험조정 수익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AMIHUD 값을

기준으로 구성된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위

험조정 수익률은 2.371%이고 t-값이 3.59로

서 시장위험을 통제하기 전보다 더욱 그 값

이 크고 유의해짐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번째와 7번째 열에서는

Fama and French(1993)의 기업규모 요인

(SMB), 장부가대시장가 요인(HML) 및

Carhart (1997)의 모멘텀 요인(MOM)을 국내

주식시장 자료를 통해 구성하고, 이를 활용

하여 FF-4 요인 모형에 의한 위험조정 수익

률을 계산하였다. 이 경우에도 무비용 포트

폴리오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2.271%이고 t-

값이 4.01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

다. 따라서 <Table 2>의결과로부터, 직전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금월 수익률이

높은경향이존재하며, 이와같은특성은체

계적 위험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2>에서 AMIHUD를 기준으로 구성

한 무비용 포트폴리오가 매우 유의한 양(+)

의 수익률을 나타냄으로써 유동성이 낮은

(높은) 종목일수록 더 높은(낮은) 기대수익

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단위의 분석은 복잡

한 모형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다수의 종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합치는 과정에서 개별 종목이 가진

많은 정보가 손실된다. 둘째, 개별 종목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다수의 변수들을 동시에 통제하기 곤란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

로 한다.

구체적으로, 매월다음과같은횡단면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2)

종속변수인 Ri,t+1은 종목 i의 t+1월의 수익

률이다. MKTbeta, SMBbeta, HMLbeta는 종목

i의 t월의 일별 수익률을 국내 주식시장 자

료를 통해 구축한 Fama-French의 일별 3요

인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얻은 각 위험요인

에 대한 회귀계수이다. 종목 i에 대하여, 

Log(SIZE)는 t월 말의 보통주 시가총액,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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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직전년도의장부가치를 t월말의시가총

액으로 나눈 값이며, MOM은 [t-12, t-2] 기간

의 누적수익률이다. REV는 수익률의 단기

적 반전(short-term reversal)을 통제하기 위

한 변수로 t-1월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식 (2)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매월실시하

여각회귀계수를월별로추정한후, 회귀계

수의 시계열 평균값 및 t-값을 <Table 3>에

보고하였다. 단일변수 회귀모형인 Model 1

에서 AMIHUD의 회귀계수는 0.085이고 t-값

은 2.84로 매우 유의하다. Model 2에서 시장

베타(MKTbeta), Model 3에서 기업규모베타

(SMBbeta) 및 장부가 대 시장가 베타

(HMLbeta)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도

AMIHUD의 회귀계수는 각각 0.091과 0.094

이고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갖는다. 

Model 4에서 기업특성변수인 Log(SIZE), BM, 

MOM 및 REV를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

하는 경우, AMIHUD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양(+)의 값을 가지지만 t-값이 1.37로 통계적

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

Table 3. Fama-Macbeth Regression Result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f. (t-value) coeff. (t-value) coeff. (t-value) coeff. (t-value)

AMIHUD 0.085 (2.84) 0.091 (3.12) 0.094 (3.24) 0.040 (1.37)

MKTbeta 0.307 (2.25) 0.296 (1.39) 0.555 (3.17)

SMBbeta 0.308 (1.01) 0.299 (1.00)

HMLbeta -0.461 (-1.01) -0.454 (-1.01)

Log(SIZE) -0.310 (-2.91)

BM 0.862 (5.43)

MOM 0.002 (0.90)

REV 　 　 　 　 　 　 -0.021 (-3.09)

Table 4. Sub-Period Analysis: Fama-Macbeth Regression

　 Whole period 　 Period 1 　 Period 2 　 Period 3

coeff. tValue coeff. tValue coeff. tValue coeff. tValue

AMIHUD 0.040 (1.37) 0.114 (2.28) 0.002 (0.17) 0.003 (0.05)

MKTbeta 0.555 (3.17) 1.003 (2.47) 0.595 (2.43) 0.061 (0.41)

SMBbeta 0.299 (1.00) -0.689 (-2.66) -0.393 (-3.68) 0.916 (1.04)

HMLbeta -0.454 (-1.01) -0.074 (-0.32) 0.095 (0.98) -1.375 (-1.04)

Log(SIZE) -0.310 (-2.91) -0.337 (-1.31) -0.208 (-1.64) -0.386 (-2.99)

BM 0.862 (5.43) 1.259 (3.60) 0.957 (4.69) 0.366 (2.02)

MOM 0.002 (0.90) -0.003 (-0.48) 0.004 (1.59) 0.005 (1.46)

REV -0.021 (-3.09) 　 -0.034 (-2.97) 　 -0.028 (-3.13) 　 -0.00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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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변수들을 추가한 Model 4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기간에서 AMIHUD가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2. 하위 표본기간 분석

그러나 <Table 1> 및 <Fig. 1>에서 예상되

듯이 유동성이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은시기별로다를수있다고추측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4>에서는 전체 표본

기간을세개의하위기간으로나누고, 각기

간별로 <Table 3>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Fama-Macbeth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은 결과 비교를 목적으로

<Table 3>에서의 결과를 다시 표기한 것이

다. Period 1에서 AMIHUD의 회귀계수는

0.114 이고 t-값이 2.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Period 2 및 Period 3에서

AMIHUD 변수의 회귀계수는 각각 0.002 및

0.003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t-값도 0.17 

및 0.0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면, Period 1 이후에는 AMIHUD가 기대수익

률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시기별로 기대수익

률에구체적으로얼마나기여하는가? 즉, 유

동성이 낮은 종목을 보유하는 대가로 투자

자들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수익률 프리

미엄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프리미엄의

크기가 시기별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5>에서는 전체 표본기간 및 하위

기간별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추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월별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AMIHUD 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한

다음, 이회귀계수에종목별그달의유동성

측정치(AMIHUD)를 곱한 것을 유동성 프리

미엄으로 해석할 수 있다. EW(VW)는 이와

같이 매월 종목별로 추정된 유동성 프리미

엄을 전체 종목에 걸쳐 단순(가중)평균하여

해당 월의 평균 유동성 프리미엄을 계산하

고, 월별로 얻어진 평균 유동성 프리미엄의

시계열 자료를 평균하여 얻어진 값이다. 또

유동성프리미엄의보조적인 추정치로 MED 

및 DISP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MED는 월별

AMIHUD의 회귀계수에 그 달의 종목별 유

동성 측정치의 중간값(Median)을 곱하여 월

별유동성프리미엄을구한후, 시계열평균

한 값이다. DISP는 월별 AMIHUD의 회귀계

수에 그 달의 종목별 유동성 측정치의 횡단

면 표준편차를 곱한 값을 월별로 구한 후, 

시계열 평균값을 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간에서는 네 개

의 유동성 프리미엄 추정치 중 MED를 제외

한 EW, VW, DISP가 모두 5% 이하의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세 개

의 하위기간에서는 Period 1에서 EW, VW, 

MED, DISP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t-값

도 모두 2.0 이상으로 대체로 유의하다. 반

면 Period 2와 Period 3에서는 모든 프리미엄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나타

Table 5. Liquidity Premium (%) by Sub-Periods

　 Whole period 　 Period 1 　 Period 2 　 Period 3

EW 0.083 (2.07) 0.304 (3.54) -0.029 (-1.17) -0.027 (-0.82)

VW 0.009 (1.96) 0.031 (2.97) -0.002 (-1.06) -0.002 (-0.57)

MED 0.010 (1.48) 0.039 (2.55) -0.002 (-0.60) -0.006 (-0.53)

DISP 0.310 (2.16) 　 1.089 (3.35) 　 -0.102 (-1.23) 　 -0.061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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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으로써 유동성 프리미엄이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전

체 기간에서 대체로 유의한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Period 1

에서의 매우 크고 유의한 유동성 프리미엄

이 존재하는데 기인하며, Period 2와 Period 

3은 전체 기간의 유동성 프리미엄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Table 

4>에서 AMIHUD 계수의 유의성이 Period 1

에서만 강하게 유의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3. 기업규모 효과 통제

한편, <Table 5>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한 가지 우려는, 이러한 유동성 프리미엄이

본질적으로 소형주 프리미엄에서 비롯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형

주일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소형주는 대체로 유동성이 낮기 때

문이다. Model 4에서 기업규모(Log(SIZE))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선형

적이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

서 기업규모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유동성 프리미

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6>은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

업규모에 따라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구체적

으로, 직전 월 말일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최하위 1/3에 속하는 종목은 소형주(Small), 

그 다음 1/3 에 속하는 종목은 중형주

(Medium), 나머지는 대형주(Large) 포트폴리

오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포트폴리오별로

<Table 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EW 프리미

엄 및 VW 프리미엄을 기간별로 추정하였

다. Panel A를살펴보면, 전체기간에서소형

주의 EW 프리미엄은 0.210%이고 t-값이 2.18

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중형주와

대형주의 EW 프리미엄은 각각 0.025% 와

0.014%로 급격히 줄어든다. 기간별로 살펴

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Period 1에서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포트

폴리오 모두유의한 양(+)의 EW 프리미엄을

Table 6. Liquidity Premium (%) by Size Tercile

Panel A: EW Premium (%)
　 Whole Period 　 Period 1 　 Period 2 　 Period 3

Small 0.210 (2.18) 0.743 (3.52) -0.061 (-1.17) -0.055 (-0.86)

Medium 0.025 (1.09) 0.125 (2.67) -0.028 (-1.32) -0.023 (-0.81)

Large 0.014 (1.98) 0.047 (2.64) -0.002 (-0.65) -0.002 (-0.48)

Panel B: VW Premium (%)

　 Whole Period 　 Period 1 　 Period 2 　 Period 3

Small 0.104 (1.72) 0.421 (3.35) -0.063 (-1.32) -0.047 (-0.82)

Medium 0.025 (1.14) 0.119 (2.59) -0.026 (-1.37) -0.018 (-0.69)

Large 0.005 (2.02) 0.015 (2.50) 0.000 (-0.43) -0.001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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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특히 소형주의 프리미엄은

0.743%이고 t-값도 3.52로 가장 높은 반면, 

대형주의 프리미엄은 0.047% 이고 t-값은

2.64로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반면 절대적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경제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eriod 

1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대부분 소형주

그룹에서 비롯되며, 중형주나 대형주는 유

동성 프리미엄의 형성에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결과는 Period 2와 Period 3이다. 두 기간

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은 모두 유의하지 않

은 음(-)의 값을 가지며, Period 1에 비해 기

업규모에다른차이도매우적다. 이러한결

과를 종합하면,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이는 특히

Period 1 기간 중에서도 소형주에서주로 비

롯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Panel B에서는

VW 프리미엄에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

행하였으며, EW 프리미엄의경우와거의비

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4. 유동성에 기반한 거래전략의 수익성

<Table 6>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시기

적으로는 Period 1에주로나타나며, 그중에

서도 특히 소형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문에유동성을활용한무비용투

자전략, 즉 유동성이 낮은종목을 매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는 투자전략

의 실제 수익성에도 기간별 및 기업규모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7>

은 이러한 예상을 검증한 결과이다. 구체적

으로, 매월시가총액의크기순으로전체종

목을 Small, Medium, Large의 세 그룹으로 나

눈 후, 각 그룹 내에서 다시 동일 월의

AMIHUD 값의 크기 순으로 다섯 개의 그룹

을생성한다. 이와같이생성한 15개의기업

규모-유동성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해 익월

의 수익률을 구하고, 이를 매 월마다 전체

표본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포트폴리오 수

익률의 월별 시계열을 얻는다. 이 수익률에

서 Fama-French-Carhart의 4요인 모형을 사

용하여 체계적 위험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비정상 수익률 알파(FF-4 알파)를 추정한다. 

Panel A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형주

(Small) 그룹에서 AMIHUD가 증가할수록

FF-4 알파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

히, AMIHUD가 큰 종목을 매수하고 낮은 종

목을 매도하는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수익

률은 2.562%이고 t-값이 4.04로서 매우 강한

유의성을 나타낸다. 이는 1년 기준으로

2.562% * 12 = 30.744%에 해당함으로써경제

적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반면 중형주(Medium) 그룹에서는

AMIHUD가 가장 낮을 때 FF-4 알파가 음(-)

의 값을 가지며, AMIHUD의 증가에 따라

FF-4 알파도 증가하지만 그 경향이 뚜렷하

지 않다. 무비용 포트폴리오(High-Low)의

수익률은 1.023%이고 t-값이 1.98로 유의하

지만 소형주 그룹에 비해 수익률의 크기와

t-값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

형주(Large) 그룹의 경우 모든 AMIHUD 그룹

에서 수익률이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으며,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전체 표본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소형주(Small) 그룹의 알파가 가장 크

고유의함을알수있다. 이는 <Table 2>에서

의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유의한 양(+)의 성

과가 주로 소형주 그룹의 수익률에 의한 것

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Panel B는 하위 표본기간 별로 Panel A와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여 무비용 포트폴리

오의 FF-4 알파를 추정한 결과이다. 소형주

그룹에서는 Period 1에서 알파가 5.902%로

가장 크고, Period 2에서는 2.615%로 절반 이

상 감소하며, Period 3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즉 소형주에서의 무비용 포트폴리오의 성

과는 주로 Period 1과 Period 2에 집중된다. 

중형주(Medium) 그룹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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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Period 1에서는 1.506%로 유의

한 양(+)의 수익률을 갖지만, 나머지 기간에

서는 그렇지 않다. 대형주(Large) 그룹은 모

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고, 높은 종목을 매도하는 무

비용 차익거래 전략의 비정상 수익률(알파)

은 주로 소형주에서 관찰되며, 특히 Period 

1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기

업규모 그룹에서 Period 1 이후에는 비정상

수익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Table 6에서 보듯이 Period 1에서 유동성 프

리미엄이상대적으로더크고, 특히그중에

서도 소형주 그룹의 프리미엄이더 크게 나

타나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5. 유동성 프리미엄의 시간적 변화

<Table 6>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은 모든

기업규모 그룹에 걸쳐 Period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나, 그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난바있다. 유동성프리미

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유동성 프리미엄은 유동성 베타

와 유동성 측정치(AMIHUD)의 곱으로 정의

되므로, 유동성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원인

은 유동성 베타가 감소하거나, AMIHUD 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중

유동성 베타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Table 4>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또한

<Fig. 1>에서 AMIHUD 역시 시간에 따라 급

격히 낮아지는(=유동성이 높아지는) 추세

를 보여준다.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의 시

간적 감소현상은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8>은 기업규모 별로 AMIHUD의 시

간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를 보여준다. 직전

Table 7. Performance of Liquidity-Based Trading Strategies

Panel A: Whole Period
Small Medium Large

Illiquidity Quintiles FF-4
Alpha(%) (t-value) FF-4

Alpha(%) (t-value) FF-4
Alpha(%) (t-value)

Low -0.038 (-0.12) -0.794 (-1.73) -0.208 (-1.00)

2 1.564 (5.39) 0.171 (0.62) -0.128 (-0.59)

3 2.015 (6.14) 0.335 (1.58) -0.014 (-0.06)

4 2.389 (5.64) 0.382 (1.98) -0.033 (-0.15)

High 2.525 (4.16) 0.229 (1.12) -0.192 (-0.88)

High - Low 2.562 (4.04) 1.023 (1.98) 0.015 (0.06)

Panel B: FF-4 Alphas on the Long-Short Portfolios in Sub-Periods

Small Medium Large
FF-4

Alpha(%) (t-value) FF-4
Alpha(%) (t-value) FF-4

Alpha(%) (t-value)

Period 1 5.902 (4.63) 1.506 (3.35) 0.484 (0.88)

Period 2 2.615 (3.92) 0.559 (0.98) -0.905 (-1.55)

Period 3 0.090 (0.20) -0.765 (-1.64) 0.01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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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의 시가총액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

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안

에서 이 달의 AMIHUD 값의 횡단면 평균값

과 중간값을 구하는 작업을 매 월 반복하여

그 시계열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

펴보면, 전체 표본기간에서 소형주(Small) 

그룹의 평균 AMIHUD는 50.834로, 대형주

(Large) 그룹의 평균 AMIHUD인 0.458에 비

해 100배 이상 크다. 이러한 특성은 <Table 

6>에서 소형주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대형

주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추

론된다. 특히 <Table 8>에서 Period 1 기간

동안 소형주 그룹의 평균 AMIHUD가 약 140

으로 매우 높은 것이 소형주가 Period 1에서

매우 큰 유동성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이유

로볼수있다. 반면 Period 2 및 Period 3에서

는 소형주의 평균 AMIHUD가 각각 8.466 및

3.547로 급격히 낮아지며, 이로 인해 각각의

기간에서 소형주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

실상사라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대형

주의 경우, Period 1에서 평균 AMIHUD가

1.306으로 소형주 그룹에 비해 훨씬 낮고, 

Period 2 및 3에서도 절대적인 수준에 큰 변

화가 없다. 이 때문에 <Table 6>에서 보듯이

대형주는 Period 1에서만 작은 양(+)의 유동

성 프리미엄을 가지나, 그 이후에는 프리미

엄의 경제적,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

으로 이해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유

동성이 낮은 종목일수록 기대수익률이 높

아지는 유동성 프리미엄 현상이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표본기간 전체에서 직전 월의 유동성

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

도하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로 구성된 포

트폴리오를 매수하는 무비용 투자전략

(zero-cost investment)은 유의한 양(+)의 위

험조정 초과수익률을 보인다. 이는 유동성

이 낮은 종목일수록 투자자들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Amihud (2002)의 주장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Fama-MacBeth 횡단

Table 8. Mean and Median Liquidity Measure by Firm Size
　Size 

Quintile 　 Whole Period
(1998-2018)

Period 1
(1998-2004)

Period 2
(2005-2011)

Period 3
(2012-2018)

Small Mean 50.834 139.927 8.466 3.547 

Median 5.918 14.607 2.063 1.025 

2 Mean 11.319 26.939 5.353 1.548 

Median 1.224 2.086 1.112 0.464 

3 Mean 3.940 7.890 2.835 1.061 

Median 0.617 1.024 0.543 0.280 

4 Mean 2.002 4.458 1.133 0.396 

Median 0.244 0.433 0.185 0.111 

Large Mean 0.458 1.306 0.038 0.025 

　 Median 0.044 0.104 0.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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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정된 월

별 유동성 프리미엄의 크기는 전체 표본기

간에서 평균 0.08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둘째, 하위기간별로나누어살펴볼때, 특

히 Period 1 (1998-2004)에서 유동성 프리미

엄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Period 2 

(2005-2011) 및 Period 3 (2012-2018)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전체기간에걸쳐나타나는유

동성 프리미엄은 표본기간 초기인 Period 1

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살펴볼때, 유동성프

리미엄은 소형주에서 매우 크게 관찰되며, 

중형주와 대형주는 소형주에 비해 유동성

프리미엄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형주의 큰 유동성프리미엄도주로 Period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넷째,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프리미

엄은장기간에걸쳐감소한다. 그원인을살

펴보기 위해 유동성 프리미엄을 유동성 베

타와 Amihud 유동성 측정치의 곱으로 분해

한 결과, 유동성 베타가 감소하는 것과

Amihud 유동성 측정치 자체가 감소하는 것

의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

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

동성 프리미엄의 장기적 감소추세를 실증

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원

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에있다. 이와관련하여 BKW가추측한바

와 같이 인덱스펀드 또는 ETF와 같은 간접

투자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저

유동성 종목의 거래비용이 감소하였기 때

문일 가능성 또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차익

거래활동이 증가하면서 가격발견의 효율성

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국내 주

식시장에서 성립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프리미

엄이 존재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표본기간의 초기를 제외한 200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기간에 걸쳐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실상 소멸하였음을

밝혔다는데서의의가있다. 또한실무적차

원에서도 주식투자 시 유동성을 고려한 거

래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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