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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arket Volatility on Liquidity and
Stock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정기호

(연구 배경)
□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불확실성이 유동성 변화를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ㅇ 불확실성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실시간 거래데이터*로 측정한 주식거래 관련 유동성 및
투자자별 거래행태 등을 활용
* 국내 실시간 거래(KRX 체결·호가장) 데이터는 여타 주요국의 데이터와 달리
각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투자자 유형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직
접효과 및 주식거래 관련 유동성을 통한 간접효과를 2004~2014년 간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
ㅇ 불확실성 지수는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를 활용(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의 VIX, 유럽선물거래소의 VSTOXX와 유사)
ㅇ 유동성 지표로는 Amihud(2002)의 가격충격 측면의 유동성(주가수익
률의 절대값/거래대금)과 실시간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
도-매수 호가 스프레드를 활용
* 문의처: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지은(☎ 547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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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별 유형
(외국인, 국내 기관, 국내 개인) 및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기간으로 구
분하여 분석
ㅇ 아울러 미국 및 유럽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수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분석 결과)
□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개별 기업의 주가수익률을 직접적으
로 하락(직접효과)시키는 동시에, 주식거래 관련 유동성 감소를 통해 간
접적으로도 하락(간접효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효과는 변동성 지수 1%p 상승 시 주가수익률이 약 0.05%p 하락
ㅇ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및 국내 기관투자자는 ‘직접 효과’를 확대시
키나 국내 개인투자자는 이를 축소시킴
□ 간접효과는 주식시장 내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증대에 과민 반응하여 거래
가 위축되면서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어 발생
ㅇ 외국인 투자자는 유동성 변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대시키는 반
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이를 축소시킴
□ 금융위기 전‧후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직접효과’는 금융위기 이전 기
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유동성 감소를 통한 ‘간접효과’는 불확실
성이 높은 금융위기 기간(2007-2009년) 중에 크게 발생
□ 미국 및 유럽의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
내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영향과 유사하게 나타나 국가 간 불확실성의 상
호 연계성이 높음을 시사
(시사점)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주가수익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
□ 투자자 특성별로 불확실성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국가
간 불확실성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별 거래 동향과
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주식시장을 분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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