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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light-to-liquidity (FTL) explains the dynamic liquidity risk 
on stock returns, and whether i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terminants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uggests a new risk factor, dynamic liquidity hedge 
portfolio (DLP), to reflect the dynamic impact of liquidity risk on stock returns and the 
Fama-MacBeth 2 stage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Findings - First, the DLP factor shows more positive and significant beta for the small or illiquidity 
stocks. Second, the DLP shows a different influence than SMB (size risk factor), HML (value risk 
factor), NMP (liquidity risk factor), FTVOL (total volatility factor) in determining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In addition, the DLP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premium of around 5%, 
which is relatively larger than other risk facto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in terms of newly 
confirming that the DLP factor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cross-sectional determination of 
stock returns than other risk factors by proposing a conditional liquidity factor that can explain the 
FTL phenomenon.

Keywords: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Flight-to-Liquidity, Hedge Portfolio,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Liquidity Risk

JEL Classifications: G11, G12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3555).
a First Author, E-mail: syyun@chosun.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sscho@kmou.ac.kr 
c Co-Author, E-mail: soonhong_park@cnu.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 12, No. 1, March 2021122

Ⅰ. 서론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은 주식 기대수익률의 횡단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Amihud and Mendelson (1986) 등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거래량(trade 

volume)과 거래회전율(turnover) 등의 대용치(proxy)를 활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가 높은 주식일수록 투자자들이 적어도 매매 유동성 제약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들 유동성 관련 대용치들은 특정 기간 내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그리고 많이 이루어졌는가에 기초한 정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해당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가의 용이성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유동적(illiquidity)인 자산 또는 유동성의 변화에 민감한 자산을 보유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유동성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자산을 

보유 또는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러한 보상의 크기는 시장의 특성, 즉 개인/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비, 거래제약 규정/제도, 비대칭 정보와 거래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가변(time-varying)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Pastor 

and Stambaugh (2003) 등의 지적처럼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에서 측정되는 거래량과 거래회전율 등의 

지표는 적어도 유동성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식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대용치로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약 특정 자산의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상 차별적 스프레드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동안 선행연구

들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거래회전율이나 거래량 등의 유동성 대용치는 이 시가변적 특성의 유동성 위험프

리미엄을 측정하는데는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민감도 또는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의 시가변성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특히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유동성의 시가변적 위험은 시장 불확실성의 크기 변화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매매 가능성이 높은 

고 유동성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른바 시장유동성쏠림현상(Flight-To-Liquidity; 이하 

FTL)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 불확실성의 크기 변화로 인한 투자자들의 유동성 민감도의 시가변

적 특성을 야기하게 되어 유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비유동적 주식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더 확대되어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자들은 변동성 위험 헤지를 위해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선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대수익률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불확실성(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우량기업의 기대수익률은 낮아지고 유동성이 낮은(예를 들면 

소규모, 고부채비율, 저신용등급) 기업의 위험프리미엄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유동성프리미엄을 상승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거래회전율 등의 비조건부 

유동성 지표를 포함하는 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추정하면 비유동성 자산의 위험은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의 추정값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Ang et al. (2006) 등은 시장 불확실성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위험프리미엄을 가짐을 실증하며, 이를 퍼즐(puzzle)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장 FTL 현상에 주목하고 유동성의 시가변적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동적(dynamic) 유동성 위험요인(liquidity factor)’의 구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FTL은 시장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열등주 또는 유동성이 낮은 주식들의 

투자를 회피하고, 대신 우량주 또는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에 대한 투자에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Vayanos (2004)와 Longstaff (2009)의 주장처럼 주가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때 투자자들은 청산압력을 

받게 되어 비유동성 자산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 내 이러한 FTL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시장 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른 유동성의 시가변적 

행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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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시장 내 FTL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조건부 유동성 요인을 새롭게 제안한다

는 측면, 그리고 이 요인이 주식 기대수익률에 어떠한 시가변적이고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 또 

이 요인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재무분야 연구의 

자산가격결정모형의 횡단면적 설명력과 그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 분야에도 향후 흥미로운 연구주

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실무 영역에 대한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등을 정리하

고, 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3장에서 실증분석 결과 등을 정리 및 논의하고, 

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정리  

Amihud and Mendelson (1986), Brennan and Subrahmanyam (1996), Amihud (2002) 등은 

매수-매도가 차이(bid-ask spread)의 고빈도 유동성 자료로 주식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주식

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기 위한 거래비용과 비대칭정보의 반영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빈도 자료는 사실 유동성의 시가변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Amihud (2002), Pastor and Stambaugh (2003), Acharya and Pederson (2005) 등에 따르면 시장 

비유동성에의 예상치 못한 충격은 더 큰 비유동성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지속성을 가져 주식의 기대수익률 

횡단면에 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 비유동성 충격에 의한 비유동성이 더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상받기 위한 더 큰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자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

이 더 커져 유동성 민감도 또한 더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runnermeier and Pedersen (2009)는 

시장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여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시장 영향력이 큰 투기적 거래자들은 보유 자산에 

대한 청산압력에 직면하게 되어 이들의 시장 유동성 공급 능력은 약화되게 되므로, 이들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져 유동성 스프레드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Chorida, Roll and 

Subrahmanyam (2000), Huberman and Halka (2001) 등도 체계적 위험요인으로서 유동성 측정치들의 

시가변적 변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Gallmeyer, Hollifield and Seppi (2005)도 어떤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래량은 거래 상대방의 선호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시장 비유동성은 주식수익

률의 위험프리미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Amihud and Mendelson 

(1986), Brennan and Subramanyam (1996), Brennan, Chordia and Subrahmanyam (1998), 

Datar, Naik and Radcliffe (1998), Flori (2000) 등은 평균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대한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함을 실증하였고, 이러한 유동성 위험요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Bekaert and Harvey 

(2000)와 Acharya and Pedersen (2005) 등은 유동성 위험의 크기는 주식시장의 선진화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거래비용 크기, 다양한 특성의 

포트폴리오 존재 여부 등이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 위험과 관련하여, Stoll (2000)은 수익률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Brown and Ferreira (2016)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의 기업고유의 위험(이하 IVOL)은 Spiegel and 

Wang (2005)의 유동성과 일부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수익률에의 영향은 유동성보다 IVOL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하였으며, French and Roll (1986)은 변동성이 큰 주식일수록 정보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은 재고위험을 높여 거래비용은 높아지고, 유동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Gallmeyer, Hollifield and Seppi (2005)는 투자자들은 서로의 선호도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Bali et al. (2005)

은 Goyal and Santa-Clara (2003)가 밝힌 IVOL과 수익률 사이의 양(+)의 관계는 IVOL과 관련된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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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piegel and Wang (2005), Han and 

Lesmond (2011) 등도 IVOL과 유동성은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Ang et al. (2006/2009) 

등도 IVOL Puzzle 현상은 거래량 또는 거래회전율 등의 유동성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강건하게 존재함을 

실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변영태,박종해,김수경(2011), 엄철준 외(2014), 고봉찬,김진우(2014), 장욱,

엄철준,박종원(2016), 장지원(2016), 옥영경,안승철,김정무(2018) 등에서 이 IVOL Puzzle 현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고, 안희준,이형철(2017)은 IVOL이 클수록 유동성이 낮아지고, 시장과의 동조화가 큰 종목일

수록 유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국 변동성과 유동성 간의 관련성은 Angelidis and Tessaromatis (2009)의 주장처럼 시장 상황에 

의존할 수 있으며, IVOL이 높은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동적이므로 유동성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고, 고 IVOL 주식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횡단면 분석의 

헤지포트폴리오의 구축과 활용에 변동성의 시가변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Watanebe and 

Watanabe (2008)는 시장유동성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민감도와 가격결정 과정은 시가변적이고,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은 유동적일 뿐 아니라 변동성도 큰 특성을 가지며, 유동성 베타를 기초로 한 포트폴리오들 

간 횡단면적 수익률 차이는 Fama and French의 HML (가치프리미엄)보다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 유동성과 변동성의 관련성이 시가변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Gromb and Vayanos (2002)

과 Garleanu and Pedersen (2007)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감소된다는 주장과, Acharya, Amihud and Bharath (2013), Abrugi and Dutta (2014) 등과 같이 

경기후퇴 기간의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지 않은 

증권들의 가격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 그리고 Angelidis and Tessaromatis (2009)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는 Puzzle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다. 특히 

Vayanos (2004)는 청산위험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의 경우 더 높기 때문에 변동성 주식들은 더 높은 

FTL 위험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FTL의 유동성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주식과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 간 다른 가격에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변동성과 유동성 간의 관련성은 특히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유동성 충격이 발생한 시기에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변동성과 

유동성 간의 시가변적 특성의 관련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IVOL Puzzle(고유변동성 

퍼즐)을 설명하는데 적어도 유동성의 시가변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 내 유동성쏠림현상(FTL)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의 시가변적 특성 및 

기대수익률에의 횡단면적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들이 서로의 미래 

선호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 선호도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거래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거래 상대방의 미래 

자산 수요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자산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비유동성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원하는 시기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미래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비유동적 주식의 유동성 민감도도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시장 FTL 현상은 유동성 주식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장 비효율

성이 클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 가격 등의 정부규

제, 거래비용 등의 영향력이 클수록 소규모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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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 내 투자자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증대시켜 시장 내 비효율성을 더 키우게 되고 시장 불확실성

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자의 유동성 쏠림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요인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 요인이 주식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유동적 주식에서 유동적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려 할 것인데, 이러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선택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내 FTL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용치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식(1)과 같은 DLR(Dynamic Liquidity Ratio)라는 새로운 조건부 유동성 측정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과 변동성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후 이들이 기대수익률에 유의미

한 위험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식(1)의 DLR은 당월의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평균거래금액을 당월의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평균거래금액으로 나누

어 구할 수 있으며, 식(2)의 DLR 변화분(△DLR)은 시장 유동성쏠림현상(FTL)을 반영하는 동적(dy-

namic) 지표가 될 수 있다. 

 





 (1)

Trade VolumeH
t: t월의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평균 거래금액

Trade VolumeL
t: t월의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평균 거래금액

∇  ln  (2)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장 FTL의 대용치로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른 유동성 이동을 

반영하는 이 DLR의 월변화율(△DLR)을 측정하고, 이 값에 기초하여 가장 큰 상위 30%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에서 하위 30%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동적 유동성 헤지포트폴리오(DLP; 

Dynamic Liquidity Hedge Portfolio)의 구축을 시도한다. 이 DLP는 시장유동성의 수요 측면으로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시장 내 유동성이 가장 낮은 주식에서 가장 높은 주식으로 이동하는 유동성 이동 

행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DLR은 비모형 측정치로서 추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Ⅳ.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본 절에서는 시장 내 FTL을 반영하는 동적 유동성 헤지포트폴리오(이하 DLP)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기존의 다른 위험요인들과 어떠한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는 새로운 자산가격결정모형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Table 1>은 국내·외 자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 실증분야에서 주요 위험헤지포

트폴리오로 활용되고 있는 Fama-French의 3요인(시장요인; MKT, 기업규모요인; SMB, 가치요인; 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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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윤상용 외(2009)의 유동성요인(NMP)1), 윤상용 외(2011)의 변동성요인(FTVOL)2)과 본 연구의 DLP 

지표 등 6개 위험요인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고 있다. 설명력의 비교와 강건성 확보를 위해 이들 6개 

헤지포트폴리오 모두는 동일가중 (equally-weighted) 방식과 가치가중(value-weighted) 방식으로 구성

하였다. <Table 1>의 기초통계량으로부터 6개 모방포트폴리오 평균수익률은 MKT와 FTVOL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구축된 

SMB와 HML은 약 1%, NMP는 약 1.7%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치가중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구축된 SMB는 약 1.26%, HML은 약 0.4%, NMP는 1%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DLP는 동일가중과 가치가중 포트폴리오 모두에서 약 14%의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1. 주요 헤지포트폴리오들의 기초통계

Equally-Weighted Value-Weighted
Mean Std t-value Pr>|t| Mean Std t-value Pr>|t|

MKT -0.0003 0.0785 -0.064 0.9494 -0.0003 0.0785 -0.064 0.9494
SMB 0.0108 0.0516 3.962 0.0001 0.0126 0.0667 3.578 0.0004
HML 0.0107 0.0531 3.827 0.0002 0.0041 0.0475 1.634 0.1032
NMP 0.0172 0.0710 4.603 0.0000 0.0097 0.0706 2.619 0.0092

FTVOL -0.0072 0.0726 -1.886 0.0601 0.0033 0.0729 0.860 0.3903
DLP 0.1373 0.0829 31.440 0.0000 0.1373 0.0829 31.440 0.0000

이러한 유동성과 변동성 요인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로부터 주식 기대수익률의 횡단면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들의 상호 관련성과 이들의 시가변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으로서

의 주식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비교해 보고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

용,박순홍(2014)은 FTVOL이 주식수익률의 장기예측보다 1~3개월의 단기예측력이 더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는 

정보력이 약하고 심리적 요인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이 뉴스 또는 시장상

황에 과민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기업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키워 이들에 대한 무조건부

(unconditional) 자산가격결정모형의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FTL는 유동성의 시가변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주식들을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현상은 주로 소규모 기업의 주식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

로, 윤상용,박순홍(201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FTVOL의 소규모 기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낮은 설명력은 

DLP 요인으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는 FTVOL과 DLP 요인이 자산가격결정의 횡단면과 유동성

의 시가변적 특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의 상관관계에서는 총변동성 지표인 FTVOL은 유동성 관련 지표인 NMP와 DLP와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변동성과 유동성의 변화의 관련성 존재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시장 내 FTL을 설명하는 DLP는 시장유동성 지표인 NMP와의 상관관계는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나 시장유동성과 FTL 관련 지표는 서로 다른 특성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 윤상용 외(2009)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회전율(turnover)을 기반으로 유동성 헤지포트폴리오(NMP; NonPopular Minus 
Popular)를 구축하여 Fama and French의 가치요인(HML)보다 더 우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2) 윤상용 외(2011)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월(t-1)의 일별 수익률 총변동성을 통해 비모형 추정치인 총변동성 헤지포트폴리오(FTVOL; 
Factor of Total VOLatility)를 구축하고, 이와 Fama and French의 가치요인(HML)과의 함수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서의 유용한 설명력이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윤상용·박순홍 (2014)은 FTVOL이 주식수익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상

태변수(state variable)로서의 역할가능성을 검증하여 Fama and French의 SMB와 HML보다 시장수익률과 변동성을 더 유의하게 

예측함을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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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주요 헤지포트폴리오들의 상관관계

Equally-Weighted Value-Weighted
MKT SMB HML NMP FTVOL MKT SMB HML NMP FTVOL 

SMB -0.26*** 1.00       -0.24*** 1.00      
HML -0.01 -0.21 1.00     0.10* -0.22*** 1.00    
NMP -0.33*** 0.18*** 0.11** 1.00   -0.29*** -0.02 0.08* 1.00  

FTVOL 0.34*** 0.29*** -0.30*** -0.51*** 1.00 0.27*** 0.28*** -0.27*** -0.48*** 1.00
DLP 0.26*** 0.46*** 0.02 0.09* 0.37*** 0.26*** 0.49*** -0.04 0.08* 0.16***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험요인들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3>과 

<Table 4>와 같은 SIZE-BM 기준과 SIZE-TURNOVER 기준의 각각 25개의 검증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

다. 이들은 선행연구들로부터 주식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특성 요인인 

SIZE, BM, TURNOVER를 기준으로 각각 5개의 순차적 포트폴리오를 동일가중과 가치가중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며, SIZE-BM은 5개의 SIZE Portfolio와 5개의 BM Portfolio의 독립결합으로 구성하였고, 

SIZE-TURNOVER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Table 3. SIZE-BM 25개 검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

Equally-Weighted
BM

Low 2 3 4 High Avg

S
I
Z
E

Small 0.015 0.027 0.025 0.026 0.031 0.025
2 0.005 0.012 0.012 0.016 0.018 0.013
3 0.003 0.006 0.008 0.012 0.014 0.008
4 0.000 0.004 0.004 0.008 0.011 0.005

Big 0.001 0.005 0.008 0.008 0.011 0.007
Avg 0.005 0.011 0.011 0.014 0.017 -

Value-Weighted
BM

Low 2 3 4 High Avg

S
I
Z
E

Small 0.028 0.039 0.033 0.033 0.039 0.034
2 0.018 0.024 0.021 0.025 0.025 0.023
3 0.013 0.015 0.015 0.020 0.020 0.017
4 0.009 0.012 0.010 0.015 0.016 0.013

Big 0.010 0.009 0.012 0.012 0.012 0.011
Avg 0.016 0.020 0.018 0.021 0.022 -

검증포트폴리오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Table 3>의 SIZE-BM 검증포트폴리오에서 평균수익률의 

크기는 동일가중과 가치가중 방식 모두에서 기업규모(SIZE)가 작을수록 BM(장부가 대 시장가치 비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able 4>의 SIZE-TURNOVER 검증포트폴리오

도 동일가중과 가치가중 방식 모두에서 Turnover가 낮을수록 평균수익률이 커지는 안정적 패턴을 보여주

고 있어, 위험요인 헤지포트폴리오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한 적절한 검증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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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ZE-TURNOVER 25개 검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

2. Fama-MacBeth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DLP가 주식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의 횡단면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다른 위험 지표들과 어떠한 차별적 설명력을 보이는지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인 Fama-MacBeth 2단계 회귀분석(2 Stage Cross-sectional Regression Test)을 본 연구

에서도 활용한다. 본 연구는 FTL의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유동성 선호도의 이동 현상을 

DLP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제안하고 이의 주식수익률에의 영향력 등을 살펴보는 것으

로, 일반적 시장 유동성 위험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본 Chordia, Roll and Subrahmanyam 

(2000), Amihud (2002), Pastor and Stambaugh (2003), Acahraya and Pedersen (2005) 

등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Table 5. SIZE-BM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Fama-MacBeth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Equally-Weighted TURNOVER
Low 2 3 4 High Avg

S
I
Z
E

Small 0.033 0.023 0.021 0.022 0.013 0.022
2 0.023 0.015 0.016 0.011 0.004 0.014
3 0.017 0.013 0.009 0.006 -0.002 0.008
4 0.010 0.009 0.005 0.004 -0.007 0.005

Big 0.008 0.008 0.006 0.003 -0.006 0.004
Avg 0.018 0.013 0.011 0.009 0.000 -

Value-Weighted TURNOVER
Low 2 3 4 High Avg

S
I
Z
E

Small 0.039 0.028 0.026 0.029 0.022 0.029
2 0.029 0.020 0.022 0.020 0.013 0.021
3 0.023 0.017 0.015 0.012 0.005 0.015
4 0.014 0.014 0.011 0.010 -0.001 0.010

Big 0.012 0.010 0.007 0.007 -0.001 0.007
Avg 0.023 0.018 0.016 0.016 0.008 -

Low 2 3 4 High Low 2 3 4 High
 

Small -.031 -.020 -.020 -.013 -.034 -4.90 -3.56 -3.69 -2.78 -6.34
2 -.018 -.029 -.026 -.031 -.020 -3.44 -6.36 -5.28 -6.77 -4.12
3 -.015 -.023 -.023 -.030 -.030 -3.15 -5.69 -5.71 -6.44 -5.96
4 -.030 -.030 -.024 -.028 -.029 -7.76 -7.90 -5.54 -6.02 -5.02

Big -.021 -.015 -.005 -.014 -.017 -5.88 -3.51 -1.18 -3.04 -3.08
 

Small .957 .839 .884 .874 .963 21.66 20.61 23.73 27.20 25.79
2 .880 .735 .889 .805 .983 24.70 23.36 26.38 25.67 28.77
3 .854 .857 .834 .802 .902 25.38 30.34 29.21 24.99 25.49
4 .830 .807 .795 .901 .908 30.50 30.11 27.05 27.57 22.95

Big .862 .920 .998 1.1018 1.1030 34.86 31.08 33.16 31.55 27.28
 

Small 1.185 1.219 1.043 1.028 1.228 15.25 17.26 16.07 18.45 18.98
2 .862 .545 .707 .542 .880 13.82 10.00 12.07 9.93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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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ZE-TURNOVER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Fama-MacBeth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3 .456 .216 .292 .321 .359 7.80 4.39 5.85 5.75 5.82
4 .059 -.052 .077 .060 .076 1.25 -1.11 1.50 1.05 1.10

Big -.279 -.198 -.068 .031 -.071 -6.50 -3.77 -1.29 .56 -1.10
 

Small -.085 .103 .039 .229 .642 -1.39 1.99 .79 5.46 13.27
2 -.327 -.251 .006 .038 .493 -6.83 -6.19 .14 .94 11.09
3 -.321 -.234 .086 .182 .428 -7.45 -6.36 2.33 4.36 9.12
4 -.421 -.214 -.051 .223 .437 -11.85 -6.14 -1.34 5.16 8.50

Big -.467 -.198 .057 .213 .173 -14.73 -5.05 1.41 5.19 3.58
 

Small .225 .198 .186 .112 .250 4.84 4.74 4.89 3.38 6.55
2 .119 .232 .182 .263 .119 3.18 7.24 5.27 8.20 3.41
3 .091 .184 .164 .225 .205 2.63 6.34 5.61 6.84 5.64
4 .224 .234 .153 .193 .192 8.05 8.51 5.08 5.70 4.73

Big .174 .127 .058 .076 .121 4.91 4.15 1.84 2.34 3.14
   

Small .39 .38 .40 .44 .47
 
 
 

2 .41 .40 .41 .42 .44
3 .39 .47 .43 .38 .39
4 .51 .49 .41 .43 .37

Big .58 .51 .52 .49 .46

Low 2 3 4 High Low 2 3 4 High
 

Small -0.024 -0.036 -0.031 -0.035 -0.031 -3.26 -4.43 -3.80 -4.17 -3.16
2 -0.031 -0.045 -0.024 -0.021 -0.029 -4.68 -6.68 -3.43 -2.86 -3.51
3 -0.032 -0.026 -0.021 -0.022 -0.022 -4.77 -4.17 -3.16 -3.11 -2.63
4 -0.037 -0.025 -0.025 -0.022 -0.027 -6.47 -4.54 -4.09 -3.25 -3.40

Big -0.020 -0.014 -0.012 -0.010 -0.011 -4.47 -4.06 -2.58 -1.56 -1.35
 

Small 0.823 0.765 0.948 0.959 1.010 16.26 13.40 16.66 16.44 14.95
2 0.564 0.862 0.908 0.932 0.989 12.30 18.44 18.16 17.98 17.26
3 0.541 0.849 0.929 0.933 1.030 11.70 19.62 20.06 18.71 17.98
4 0.569 0.779 0.894 1.000 1.033 14.46 19.96 21.46 20.90 18.63

Big 0.773 0.882 1.032 0.966 1.135 24.50 38.09 31.97 21.73 19.71
 

Small 1.589 0.865 1.055 1.139 1.049 18.04 8.71 10.65 11.21 8.92
2 0.983 0.488 0.594 0.656 0.794 12.33 6.01 6.83 7.28 7.96
3 0.500 0.302 0.274 0.344 0.451 6.21 4.02 3.39 3.96 4.53
4 0.047 -0.041 0.008 0.099 0.115 0.68 -0.60 0.11 1.19 1.19

Big -0.239 -0.216 -0.156 0.033 -0.056 -4.36 -5.36 -2.77 0.42 -0.56
 

Small 0.022 0.447 0.464 0.328 0.030 0.33 6.01 6.26 4.32 0.35
2 -0.148 0.369 0.138 0.050 -0.139 -2.48 6.07 2.12 0.74 -1.87
3 -0.224 0.334 0.075 -0.203 -0.268 -3.71 5.93 1.25 -3.13 -3.60
4 -0.135 0.043 0.004 -0.114 -0.552 -2.63 0.84 0.08 -1.82 -7.65

Big -0.075 0.017 -0.082 -0.146 -0.613 -1.82 0.55 -1.96 -2.52 -8.18
 

Small 0.223 0.276 0.210 0.245 0.165 4.30 4.72 3.60 4.09 2.39
2 0.268 0.339 0.184 0.131 0.129 5.71 7.08 3.60 2.47 2.20
3 0.293 0.187 0.152 0.139 0.071 6.18 4.22 3.20 2.72 1.21
4 0.312 0.207 0.181 0.133 0.133 7.74 5.18 4.24 2.27 2.35

Big 0.179 0.123 0.104 0.047 0.037 5.50 5.18 3.16 1.03 0.63
 

Small 0.719 0.551 0.610 0.619 0.533
 
 
 

2 0.632 0.667 0.605 0.586 0.581
3 0.538 0.644 0.634 0.608 0.574
4 0.584 0.665 0.682 0.655 0.631

Big 0.760 0.876 0.824 0.66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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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able 5>의 SIZE-BM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MKT, SMB, HML, DLP 등의 위험요인을 

포함한 시계열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DLP는 양(+)의 유의적인 베타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의성은 다른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 유의성을 잃지 않고 있다. 그리고 SMB와 HML의 

민감도는 SIZE가 작은 포트폴리오일수록, BM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각각 그 민감도 값이 커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DLP 요인은 SIZE와 BM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DLP가 주식수익률의 결정에 적어도 SIZE와 BM과는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Table 6>의 SIZE-TURNOVER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DLP 요인의 검증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는 SIZE가 작을수록, 그리고 TURNOVER가 

낮을수록 대체로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DLP가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Paster and Stambaugh (2003)가 유동성 

민감도가 높은 자산들의 경우 시장 유동성이 악화될 때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한 주장과 일관된다. 

다음으로 이들 위험요인들이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횡단면적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Fama-MacBeth 2단계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Table 7>의 SIZE-BM 검증포트폴리오와 

<Table 8>의 SIZE-TURNOVER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DLP는 MKT, SMB, HML, 

NMP, FTVOL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적어도 다른 위험요인들보다 훨씬 더 큰 값인 약 5% 내외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면의 한계로 본문에 포함하

지는 못하였지만,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주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강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과 <Table 8>의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MKT는 SIZE-BM 검증포트폴

리오에 대한 횡단면적 설명력에 관한 유의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CAPM 설명력의 비유의성을 

보여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 반면 SMB는 SIZE-BM과 SIZE-TURNOVER 검증포트폴리오 모두

에서 약 1% 내외의 유의적 위험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HML의 경우 SIZE-BM의 가치가

중 방식의 검증포트폴리오에서는 그 유의성을 잃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치요인(HML)의 설명력이 높지 않거나 비유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다소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NMP도 검증포트폴리오의 특성에 상관없이 약 1% 내외의 위험프리미엄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윤상용 외(2009)와 다르지 않은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TVOL의 

경우, 제시된 위험프리미엄은 윤상용 외(2011)와 다르지 않으나, 모형에 FTVOL과 DLP가 함께 포함되면 

이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가중 방식의 포트폴리오에서는 FTVOL이, 가치가중 방식

의 포트폴리오에서는 DLP의 유의성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추측한 바와 같이 시장 변동성과 FTL의 관련성의 존재 가능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7. SIZE-BM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1
EW .008

(.011)
.010***
(.003)

.010***
(.003) .377

VW -.003
(.008)

.016***
(.004)

.004
(.003) .308

2
EW .003

(.010)
.009***
(.003)

.046***
(.016) .345

VW -.005
(.009)

.011***
(.004)

.054***
(.013) .273

3 EW .008
(.010)

.010***
(.003)

.010***
(.003)

.017
(.011) .387

VW -.002 .012*** .004 .052***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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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IZE-TURNOVER 25개 검증포트폴리오에 대한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유동성 위험은 주식 기대수익률의 횡단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유동적인 자산보다는 

유동성 높은 자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유동성 위험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가변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만약 특정 자산의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주식수익률

의 횡단면 상 차별적 스프레드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거래량(trade 

volume)이나 거래회전율(turnover) 등의 유동성 대용치는 시가변적 특성의 유동성 위험프리미엄을 측정

하는데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자들은 변동성 위험 헤지를 

위해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대수

익률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우량기업의 기대수익률은 낮아지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의 

(.008) (.004) (.003) (.013)

4
EW .009

(.010)
.009***
(.003)

-.01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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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프리미엄은 더 커지게 되므로,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는 유동성프리미엄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래회전율 등의 비조건부 유동성 지표는 비유동성 자산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유동성쏠림현상(FTL; Flight-to-Liquidity) 현상에 주목하고 유동성의 시가변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동적(dynamic) 유동성 위험요인으로서의 이른바 DLP(Dynamic Liquidity Hedge 

Portfolio)를 새롭게 제안하고, 이 요인이 주식 기대수익률에 어떠한 시가변적이고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 또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Fama-MacBeth 2단계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부터, 먼저 Fama-MacBeth 1단계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에서 DLP는 양(+)의 유의적인 베타

값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의성은 다른 위험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 유의성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DLP 요인의 검증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는 기업규모(SIZE)가 

작을수록, 유동성(TURNOVER)이 낮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대체로 큰 베타(민감도)값을 보이고 있어, 적어

도 DLP가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ama-MacBeth 2단계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DLP는 MKT, SMB, HML, NMP, 

FTVOL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적어도 다른 위험요인들보다 훨씬 더 큰 값인 약 5% 내외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주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의 영향력은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 내 FTL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부 유동성 요인을 새롭게 제안하

는 실증근거로서, 적어도 이 DLP 요인이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결정에 다른 위험요인보다 더 유의한 영향력

을 미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 DLP 위험요인이 ICAPM에서 주식수익률을 예측하는 상태변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를 포함한 자산가격결정모형의 주식수익률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 

향상되는지 등을 실증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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