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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별 무리행동과
변동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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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선행 연구와 다르게 연속신념시스템(continuous beliefs system)으로부터 도출된
무리행동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무리행동의
차이를 추정하고,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별 무리행동과 주식 수익률
변동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FnGuide가 제공하는 개별주식의 가격, 시가총액,
투자주체별 거래량에 대한 최근 일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투자자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흥미롭게도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무리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경우 거래비중이 40-60%인
기업에서 무리행동이 가장 강하였으며 개인 거래비중이 더 커지면 오히려 무리행동이 감소
하였다. 이런 현상은 개인 거래비중이 너무 크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신념의 산포로
인해 시장에 대한 무리행동이 약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무리행동과 수익률 변동성의 상관관계도 외국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높았으며, 결
론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리행동을 유발
하여 개인 투자자보다 전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노정한다.
JEL Classification: G10, C22, 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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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2010년 EU 재정위기 등과 같이 금융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게 했던 사건들
로 인해 금융시장의 급변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주체의 합리성과 효율적
시장에 기초한 기존의 금융이론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흔히 관측되는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Summers, 1986) 금융시장의 무리행동
(herding)1)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변동성(volatility)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행태경제학적 연구가 경제학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
다. 예를 들어, Banerjee (1992), Avery and Zemsky (1998), Graham (1999),
Bikhchandani and Sharma (2000), Cipriani and Guarino (2005), Park and
Sabourian (2011) 등은 무리행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부연하면 Stauffer and Sornette (1999), Cont and Bouchaud (2000)은 대표적인 미
시적 동학 모형인 침투모형(percolation model)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에서 무리행
동이 가격의 급등 혹은 급락 현상을 야기함을 설명하였으며, Park and Sabourian
(2011)은 Glosten-Milgrom 거래모형(Glosten and Milgrom, 1985)을 확장하여 무
리행동이 가격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Brock and
Hommes (1997, 1998)는 제한적 합리성 가정하에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
한 자산가격과 신념(beliefs)의 동역학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시장에 뉴스가 발생
하지 않아도 내생적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이 급변할 수 있으며 경제주체의 강한
무리행동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시장은 아주 불안정해지거나 혼돈(chaos) 상태로
변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런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무리행동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2) 무리행동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1) 무리행동이란 거래자가 독립적으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집단에
속하여 그 집단의 투자결정을 모방하는 현상이며(Bikhchandani and Sharma, 2000), 무리행동의 원인
으로 시장 거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Banerjee, 1992; Bikhchandani et al., 1992; Avery
and Zemsky, 1998; Cipriani and Guarino, 2001, 2005), 평판(reputation) 구조(Scharfstein and Stein,
1990; Graham, 1999), 보상(compensation) 구조(Brennan et al., 1993) 등을 간주한다.
2) 대표적인 무리행동 측정방법으로 특정기간 특정 주식 거래자 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주식을 매수(혹
은 매도)한 구성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무리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LSV 방법(Lakonishok et al.,
1992), 시장 스트레스(stress)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정보에 의해 거래를 하기 보다는
시장의 행태를 모방하여 거래하려는 무리행동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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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Park (2011), Blasco et al. (2012) 등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장에 뉴스나 정보의 유입이 없어도 주식시장
의 급변을 야기할 수 있는 이질적 투자자의 무리행동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외국인, 기관과 같은 투자주체별 이질적 기대와 신
념으로 인한 무리행동의 차이와 수익률 변동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거의 전무하다. 참고
로 투자자별 거래행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수
익률의 변동성이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
라 개인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마저 제
한된 연구방법론으로 인해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3)(고
광수·이준행, 2003; 길재욱·김나영·손용세, 2006; 정영우·정현철, 2014 등).
이런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는 적응신념모형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연속
신념시스템(continuous beliefs system: CBS) (Diks and van der Weide, 2003)의 확
장을 통해 도출한 무리행동 측정법(Park, 2011)을 적용하여 투자자별 무리행동을
추정하고,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Brock and Hommes, 1997, 1998)에 근거하여 수
익률 변동성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 자료로
FnGuide가 제공하는 국내 유가증권(KRX)시장의 개별주식 가격, 시가총액, 투자
주체별 거래량에 대한 2010년 1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최근 일별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투자자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독창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들
과 다르게 주식시장의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무리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무리행동의 일반적 측정법인 LSV
방법이나 CSSD 방법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별 무리행동 측정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연속신념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무리행동 측정법을 새롭게 적용하
였다.4) 셋째, 기존 연구들이 주식시장의 무리행동과 주가지수에 기초한 변동성
수익률의 횡단면 표준편차(CSSD)가 감소하게 된다는 가설에 근거한 CSSD 방법(Christie and Huang,
1995; Chang et al., 2000) 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정보효과와 거래행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국인투자자는
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고광수·이준행, 2003; 정영
우·정현철, 2014) 오히려 소규모 기업군의 경우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외국
인 투자자의 거래는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가 있었다(길재욱·김나영·손용세, 2006).
4)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무리행동 측정법은 투자자별 무리행동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LSV 방법에
비해 주가 변동과의 괴리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CSSD 방법에 비해 이질적 경제주체의 무리행동 속
성과 동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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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투자주체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분석기업
들을 동일한 비율의 5개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 그룹별 무리행동
과 변동성을 추정하여 투자자별 무리행동과 변동성의 관계를 처음으로 설명하
였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무리행동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로 상충된 견해로 인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즉, 최근 국
내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분석력이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모방하는 강한 무리행동을 나타냄
으로써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주도하는지(Avramov et al., 2006)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우수한 정보 분석력과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 거래 성향으로
인해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추세추종과
대규모 거래가 강한 무리행동을 유발하여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패닉 상태를
초래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지(Krugman, 1997)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연속신념시스템(CBS)에 기
초한 무리행동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제시한
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개별주식 가격과 시가총액, 투자주체별 거
래량 자료를 수집하고 투자자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주식시장의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포트폴리오 그룹의
무리행동을 추정하고 수익률 변동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간단하게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CBS에 기초한 무리행동 측정법
이 장에서는 Diks and van der Weide (2003, 2005)의 연속신념시스템(CBS)에
기초한 무리행동 파라미터의 도출과정과 Brock and LeBaron (1996)의 신념갱
신 아이디어를 적용한 무리행동 추정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5)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5) 이 절은 CBS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하여 연속신념시스템과 무리행동 파라미터 도출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 Diks and van der Weide (2003, 2005), 박범조(2012)의 논문 내용 일부를 인용 및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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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리행동 파라미터(Herding Parameters)
금융시장의 경제주체는 가용한 정보의 함수인 예측변수를 통해 미래가격을
예측한다고 가정하고 선택 가능한 모든 예측변수를 포함하는 신념 공간 과
이 공간의 각 원소인 신념 파라미터(beliefs parameter) 를 정의한다. 즉, ∈
의 값은  시점에 가용한 정보  를 조건으로 다음 가격의 예측변수     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격의 예측변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되며

                ⋯

(1)

경제주체의 효용함수와 예측변수는 수요함수를 의미하며 시장가격  은 시
장을 청산하는 유일한 가격이다. 새로운 정보의 유입으로 경제주체가 예측변수
를 수정하는 과정은 연속선택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시간 의존적인 신
념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로 표기하고, 이 신념분포는 성과척도   를
통해 진화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이라면 일반적인 성과척도   로 예
측오차제곱의 음의 값을 선택한다.

          

(2)

효용함수   는 예측오차제곱과 같은 성과에 의존 하는데 전기의 성과에
만 의존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성과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
치를 반영한 효용함수를 고려한다.
∞

 

     

 



   

(3)

        
여기서 는 기억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가 정보 집합의 일부가 된 후에 경제주체들이 가능한 전략을 수정하면 새
로운 신념분포를 형성하게 되는 데 신념분포를 위한 확률밀도함수로 연속로짓
함수를 고려한다(Hommes, 2001).

    ex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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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선택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는 와 독립적인 정규화
수(normalization constant)이다. 식 (3)의   에 식 (4)를 대체하면 신념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5)

     exp      



여기서  는 정규화 수(normalization constant)이다. 한편 평균-분산 최적화 표
준 가정에 의하면 현재 가격은 미래 가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총 신념의 현재
가치와 같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어 다음 등식을 얻게 된다.

 
         
  



(6)

여기서 은 경제주체의 수를 나타내며,        는   시점까지의 과거 관
측치에 근거한 개인  의 기대 가격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연속신념시스템에서
는 전기의 가격정보가 전기의 신념분포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전기의 신
념분포가 현재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연속신념시스템과 무리행동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시장에 리더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며 다른 경제주체들은 이 리더를 따라 무리행동을 하
게 된다고 가정하고 리더의 투자 행위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된 후 의 값을

 로 표기한다. 사적정보 없이 무리행동을 하게 되는 보통 경제주체들의 경우
리더의 투자 행위와 자신들의 투자 행위가 다를수록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효
용함수(Brock and LeBaron, 1996)와 리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모방행위를 반
영하여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7)

여기서   는 경제주체들의 상호 의존도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이다.6) 이와
6) 본 연구의 CBS에서는 경제주체의 무리행동 강도에 의해 효용이 영향을 받게 되고 가격 변화의 정도
가 확대됨을 가정하지만 가 0에 근접하는(경제주체가 거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본 연구의
CBS는 효용함수에 무리행동을 반영하지 않는 자산가격 동역학의 일반적 시스템과 유사해지며 가격
은 이질적 경제주체의 신념 차이와 적응적 신념시스템에 의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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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무리행동을 고려한 다른 경제주체들의 신념분포는 다음과 같다.

    exp        

(8)

그리고 이 신념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9)

  
   

(10)

이며, 여기서  , 는 무리행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신념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특히,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미하게 변화될 수 있
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는 선택강도의 역의 고정 비율로 수렴하게 되므로

  로 가정한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신념의 비동기(asynchronous) 갱신과
정으로 인해 전체 모집단의 신념분포의 표준편차는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시장 가중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과 신념분포의
평균과 분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장가격의 동적행태를 도출할 수 있다.


  
          


(11)

         

(12)


             


(13)

여기서  ≡        이다. 식 (13)에서 수익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취
하게 되는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무리행동 파라미터  로
정의한다.




 

(14)

따라서 무리행동이 강할수록 무리행동 파라미터는 1에 근접하게 되며, (9)과
(10) 식에 의하면 무리행동은 신념분포의 분산 축소와 수익률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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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리행동 파라미터 추정
경제주체는 시간 단위마다 어떤 고정된 확률로 자신들의 신념을 갱신한다는
Brock and LeBaron (1996)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경제주체는    의 확
률로 신념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고 가정한다.

                

(15)

여기서  는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해 갱신된 신념분포를 나타낸다. 자신의
신념을 갱신하려는 경제주체의 신념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  으로, 전체 모
집단의 신념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   으로 각각 표기하면 신념분포의 일
차와 이차 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6)

                   

(17)

이 식들과 식 (12)와 (13)으로 부터 다음 등식을 얻을 수 있다.

                         (18)
  으로

가정하고7)

      로

표기하면

수익률은

       와 같은 MA(1)과정을 따르게 되며,  의 조건부 이분산 
은 다음 등식과 같아진다.

          

(19)

     

(20)

       

(21)

여기서

7) 효용함수의 기억 파라미터를 0으로 가정함으로써 진화적 적합함수에서 기억을 제거한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 가정으로 인해 앞에서 도출된 수식을 단순화하여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한
GARCH 타입의 계량모형을 유도하게 되고 추정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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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들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진 GARCH 타입의 계량모형으로 다음과 같
이 재설정할 수 있다.

      

(22)

  
 

(23)

          

(24)

이모형은 일반최우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지만 무리행동 파라미터
가 0과 1사이에 위치하고  가 양이 되기 위한 제약식으로     ,

 ≤   이 요구된다.8) 이제 앞에서 도출한 식과 이모형의 추정치를 이용
하여 무리행동 파라미터  를 추정할 수 있다.

III.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FnGuide가 제공하는 유가증권(KRX)시장의 개별주식 가격
과 시가총액, 투자주체별 거래량에 대한 2010년 1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0
일까지의 일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기업 799개 중에서 실제 이루어진
거래일수가 분석대상기간 총일수(1,239일)의 10%에도 못 미치는 기업은 실증
분석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여, 총 776개의 기
업이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투자주체별 무리행동과 수익률 변동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투자주체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투자주체별 거래비중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

  
투자주체별거래비중  
  

(25)

여기서  {개인 투자자(ID), 외국인 투자자(FO), 기관 투자자(IS)}이며,  (  )
8) 이모형은 GARCH 타입 모형이지만 정형화된 GARCH 모형 추정 모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약식의
조건하에 비선형 목적함수의 최적화 해(solution)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모
형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GAUSS 소프트웨어의 CML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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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 모든 투자자의 매도량(매수량), ( )는  시점  투자자의 매도량(매
수량)을 나타낸다.
투자주체별 거래비중 포트폴리오는 표본기간동안 대상종목의 투자주체별 거
래비중 평균과 거래량 가중치를 기준으로 각각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9) 즉,

 투자자 거래비중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거래량 가중치를 고려한
거래비중이 가장 작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20%씩 5개 그룹(   ~  )으로 구
성되므로, 총 15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었다.10)

<Table 1>

Summary Statistic: Average Returns
portfolio

Min.

Mean

Max.

Std.

Skew.

Kurt.

0~20%

-4.1726

0.0539

3.2445

0.7755

-0.1819

4.4853

20~40%
individual
40~60%
(ID)
60~80%

-3.9517

0.0433

3.1268

0.7920

-0.5063

4.9820

-6.1333

0.0307

5.5474

1.3717

-0.0617

5.9800

-8.5350

0.0135

6.3422

1.2678

-0.4445

7.7756

80~100%

-6.5147

0.0093

5.9476

1.1918

-0.3218

6.7576

0~20%

-3.8593

0.0477

3.2361

0.7536

-0.2710

4.8957

20~40%

-4.6983

0.0431

2.7004

0.6750

-1.2046

8.6799

40~60%

-4.3989

0.0532

2.9776

0.8315

-0.5704

5.3843

60~80%

-5.6203

0.0441

4.1870

0.9777

-0.5572

5.9308

80~100%

-6.6824

0.0201

5.2820

1.1929

-0.2062

6.1593

0~20%

-5.4235

0.0351

3.9080

0.9206

-0.5869

5.7187

20~40%
institution
40~60%
(IS)
60~80%

-4.5576

0.0438

3.0630

0.8062

-0.5463

5.8114

-4.4245

0.0563

3.5484

0.8299

-0.4146

5.4650

-5.2894

0.0309

3.6745

0.8607

-0.6380

5.9747

80~100%

-6.7657

0.0237

5.2247

1.1731

-0.2314

6.2673

foreigner
(FO)

Notes: Portfolio 0~20% contains 156 firms, others contain 155 firms for all types of agents.
9) 거래비중이 동일한 경우라도 기업규모와 상장주식수로 인해 거래량과 투자자별 행태에 차이가 발
생하고 수익률 변동성과 무리행동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투자주체별 평균 거래량의 규모를 5개로 구분하여 0부터 1까지의 이산 가중
치로 계산하였다.
1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실제 거래일수가 분석기간 중 총 거래일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분석대상기업 중 6.314%만이 외국인 지분율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 거래비중 포트폴리오
그룹을 5개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없는 기업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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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체별 거래를 기준으로 투자 평균수익률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큰 종목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
으로 인해 거래비중 최상위(80~100%) 포트폴리오 그룹은 다른 투자주체별 포
트폴리오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경향은 개인 투자
자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과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열
악하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와 일치한다(예, 이
인섭·고광수, 1994). 한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큰 포트폴리오
그룹의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큰 포트폴리오 그룹의 수익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 변화는 투자 수익
률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거래비중 최상
위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집중되어 총 거래량의 61.5%가 거래되었으며, 기관 투
자자 거래량의 22.2%나 외국인 투자자 거래량의 49.7%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
적으로 거래비중 최상위 포트폴리오 그룹에 속하는 종목에 대한 거래 쏠림현

<Table 2>

Summary Statistic: Trading Volume
portfolio

Min.

Mean

Max.

Std.

Skew.

Kurt.

0~20%

232

65561

2871773

332505

7.66

63.42

20~40%
individual
40~60%
(ID)
60~80%

12740

293458

3705199

726970

3.26

12.69

55412

493689 13133261

1336306

6.58

56.27

156407

647999

8173597

1151084

4.64

26.25

80~100%

433018

2396039 28978605

3339854

5.29

38.06

foreigner
(FO)

0~20%

232

181307

6627725

775147

5.67

38.79

20~40%

3079

253500

4488720

640474

4.05

20.80

40~60%

11608

609579 13133261

1561046

5.16

34.35

60~80%

41192

914020 11732953

1462480

4.23

25.64

80~100%

97643

1937592 28978605

3280274

5.76

43.57

8173597

1578361

3.01

11.84

0~20%

232

719967

20~40%
institution
40~60%
(IS)
60~80%

1103

748693 28978605

2584602

8.77

93.60

4772

786154 23854527

2326804

7.23

66.70

22136

772671 13133261

1592285

4.50

29.62

80~100%

106509

865037

1113568

3.28

17.00

76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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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상처럼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
하면 나머지 투자자의 거래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투자자의 거래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상관정도는 전
자에 비해 1/2정도로 감소하였다. 한편, 거래비중 포트폴리오 그룹과 시가총액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3>의 기본통계량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 최상위 포트폴리오 그룹에 속하는 종목은 중형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 최상위 포트폴리오 그룹에 속하는 종목은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Summary Statistic: Market Capitalization (unit : 100 million)
portfolio

individual
(ID)

foreigner
(FO)

institution
(IS)

Min.

Mean

Max.

Std.

Skew.

Kurt.

0~20%

127

5090

76983

11587

4.34

23.00

20~40%

94

7840

148103

19935

4.61

26.57

40~60%

82

28260

1671574

140838

10.49

121.41

60~80%

17

16252

451219

45338

6.60

58.26

80~100%

45

13695

230700

37400

3.82

18.32

0~20%

94

1707

23054

3003

4.75

28.92

20~40%

17

1761

9751

1877

2.27

8.41

40~60%

84

4063

68435

8296

4.79

30.70

60~80%

45

8535

110522

16141

3.53

17.36

80~100%

237

55093

1671574

147227

8.86

95.51

0~20%

17

852

23054

2180

8.00

75.71

20~40%

124

1457

19153

2259

5.49

38.38

40~60%

260

3172

68435

7055

6.76

55.99

60~80%

396

7400

110522

14224

4.46

26.23

80~100%

924

58284

1671574

146354

8.96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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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투자자별 무리행동과 변동성
경제주체의 무리행동 발생으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위한 조
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자산가격은 외생적 불확실성이나 뉴스의 발생 없이도
급변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그룹심리를 대표하는 무리행동이 극도로 강해
지면 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변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Diks and van der Weide, 2003 등).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는 아주 제한적이다(예, 박범조, 2011; Park, 2011; Blasco et al., 2012). 더
욱이 투자주체별 무리행동을 측정하거나 수익률 변동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데, 이는 투자주체별 무리행동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응신념모형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연속신념시스템(CBS)으로부터 도출한 무리
행동 측정법을 제안하고 주식시장의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별 무리행동을
추정하였다.
투자주체별 무리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식 (22)~(24)의 계량모형을 투자주체
별 5개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식 (14)의 무리행동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무리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추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추정치가 클수
록 강한 무리행동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6)

투자주체별 5개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를 <Table 4>에 보
고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 예상과 다르게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무
리행동 파라미터 추정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거래비중이 80-100%인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무리행동이 가장 강하여 0.63595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경우 거래비중이 40-60%인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무
리행동 파라미터 추정치가 0.85431로 무리행동이 가장 강하였고 개인 거래비중
이 더 커지면 오히려 무리행동이 감소하였다. 이런 흥미로운 현상은 잡음 거래
자인 개인의 거래비중이 너무 크면 Black (1986)의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신념
의 산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쏠림현상이 약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그룹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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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거래비중 변화와 무리행동 강도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1>~<Figure 3>는 투자주체별 포트폴리오 그룹에 속하는 종목의 평
균수익률과 변동성의 시계열적 추세를 최하위(0~20%:  1), 중간(40~60%:  3),
최상위(80~100%:  5) 포트폴리오 그룹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표본 분석기간 동
안 전반적으로 유사한 변동성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1년 하반기에 현저
히 심한 변동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년 8월 5일에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로 한 등급내린 데 기인하며, 참고로 8월 8일 열린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4.30포인트(3.82%) 떨어진 1,869.45를 기록하면서 단기적으
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여기서 평균수익률(  )은 포트폴리오 그룹에
포함된 각 종목(  )의  시기와   시기 주가(  )에 로그를 취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한 수익률(   ln       ⋅)의 평균으로 정의된다.11) 그리고 평균
수익률(  )의 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GARCH(1,1)모형(Bollerslev, 1986)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다:

         ∼     
          

(27)

여기서    는   기까지 알려진 정보 집합에 의해 생성된   필드이다.
투자주체별 포트폴리오 그룹의 수익률 변동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큰 경우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는 잡음 거래자
혹은 정보력이 열악한 개인 투자자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의 펀더멘털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분석력이 우수한 외국인
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커지면 변동성이 축소되고 시장은 안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의 수익률 변동성 추정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이
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변동성도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80-100%인 포트폴리오 그룹의


 )은 1.12785,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1.10542으로 추정되
수익률 변동성 평균( 
었다. 일반적 견해와 다른 이런 결과는 기존의 실증분석에서도 일부 관측되었

11) 주가 시계열은 일반적으로 불안정(nonstationary) 과정이지만 일차 차분에 의해 안정과정이 될 수 있
는 I(1)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익률 시계열은 일반적으로 안정(stationary)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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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예, 길재욱·김나영·손용세, 2006),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본 연구의 실
증분석에서 관측된 외국인 투자자의 무리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12) <Table 4>
에서 총 분석기간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
중 최상위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무리행동 파라미터 추정치가 각각 0.63595,
0.60317로 가장 강하며, 무리행동과 수익률 변동성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추
정되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거래비중 증가로 인한 무리행동이 포트폴리
오 그룹의 수익률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
다. 특히 외국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무리행동과 수익률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0.96021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대기
업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무리행동 유발이 개인 투자자 거
래 보다 전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암시한다. 한편 총 분석기간
과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 변동성이 가장 컸던 2011년도에는 투
자자별 행태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해 2011년도 포트폴리
오를 재구성하여 동일하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보고하였다.
2011년도에는 수익률 변동성 확대만이 아니라 무리행동도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의 무리행동 강도 증가는 물론, 무리행동과 수익률 변동성과
의 상관관계가 다른 투자자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2011년도처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무리행
동과 함께 개인 투자자의 무리행동도 시장 변동성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12) 외국인 투자자의 무리행동이 변동성의 주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해석은 Dornbusch and Park (1995),
Krugman (1997) 등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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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Herd Behavior and Volatility
Total period(2010-2014)
portfolio

individual
(ID)





0~20%

0.49723

0.76361

0.40921

1.18047

20~40%

0.42714

0.75890

0.81496

1.37753

40~60%

0.85431

1.34669

0.99497

4.74121

60~80%

0.49929

1.15503

0.94243

3.91716

80~100%

0.45651

1.09635

0.86552

2.68069

SD

0.17446

0.25720

0.26468

1.79467

0.73042

0.80520

0~20%

0.41554

0.73090

0.54597

1.22467

20~40%

0.31503

0.62729

0.49202

1.04260

40~60%

0.47970

0.80191

0.70642

1.84242

60~80%

0.46681

0.92079

0.88003

2.09875

80~100%

0.63595

1.12785

0.92472

3.44273

SD

0.11656

0.19233

0.19329

0.94993

Correlation

institution
(IS)

The period of 2011

 ) herding (  ) volatility ( 
herding (  ) volatility ( 
 )

Correlation

foreigner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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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021

0.90264

0~20%

0.56877

0.88906

0.81209

1.88055

20~40%

0.45188

0.77579

0.73014

1.72733

40~60%

0.50110

0.80278

0.62217

1.29419

60~80%

0.44655

0.81814

0.82245

1.65741

80~100%

0.60317

1.10542

0.90156

3.39319

SD

0.06986

0.13372

0.10604

0.813121

Correlation

0.86274

0.79982


Notes: 1) 
 is the mean of  , which is estimated by the GARCH(1,1) model:
          ∼     
          
where    is the σ-field generated by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up through
  .
2) Herd behavior is calculated from the herding parameter  in equation (14), which
(23) is estimated from equation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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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for the Individual
Investor Portfolio

Note: The figures describe trends in time series of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for
the daily individual investor portfolio (ID1=0~20% portfolio, ID3=40~60% portfolio,
ID5=80~100% portfolio based on the individual investor’s trad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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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87

for the Foreign

Investor Portfolio

Note: The figures describe trends in time series of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for
the daily foreign investor portfolio (FO1=0~20% portfolio, FO3=40~60% portfolio,
FO5=80~100% portfolio based on the foreign investor’s trad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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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for the Institutional
Investor Portfolio

Note: The figures describe trends in time series of average returns ( ) and volatility ( ) for
the daily institutional investor portfolio (IS1=0~20% portfolio, IS3=40~60% portfolio,
IS5=80~100% portfolio based on the institutional investor’s trad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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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국채
의 신용등급의 하락,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쇼크 등을 경험하면
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주는 초과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원인을 무리행동과 같은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아보려는 행태경제
학적 접근법은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 합리성을 갖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외국인, 기관 투
자자별 무리행동과 주식시장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수익률 변동성의 관계를 면
밀히 설명하기 위해 연속신념시스템(CBS)에 기초한 무리행동 파라미터를 도출
하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계량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
별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그룹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nGuide가 제공하는 국내 유가증권(KRX)시장의 개별주식
가격, 시가총액, 투자주체별 거래량에 대한 2010년 1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최근 일별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자별 거
래 변화가 무리행동 및 수익률 변동성에 투자자별로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다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추
가로 발견하였다. 첫째, 정보 분석력이 우수하며 대규모 기업의 주식을 주로 거
래하는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무리행동이 감소하리라는 예상과 달
리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무리행동 추정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며 거래비중 최상위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무리행동도 가장 강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이런 무리행동 성향은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익
률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보 분석력이 열악하며 중소규
모 기업의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개인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무리행동이
증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
의 경우 거래비중 40-60%인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무리행동이 가장 강한 것으
로 추정되었고 개인 거래비중이 더 커지면 오히려 무리행동이 감소하였다. 이
런 흥미로운 현상은 잡음 거래자인 개인의 거래비중이 너무 크면 투자에 대한
신념의 산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쏠림현상이 약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그룹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의 거래비중 변화는 무리행동 강도에 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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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주
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커질수록, 혹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40-60%인 포트폴리오 그룹에서 투자자별 무리행동이 강하게 발생하였
으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적 합리성을 갖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에 근거
하여 투자자별 무리행동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초과 변동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수
행될 무리행동과 변동성에 대한 추가 연구에서는 투자주체별 정적 무리행동
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투자
주체별 무리행동에 따른 자산가격 동역학의 속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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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Herd Behavior and its Relation
with Volatility in the Korean Stock Market
Beum-Jo Park*

13) ,

Many of the theoretical studies have tried to explain the return volatility in
information-flow paradigm, but this paper considers investors’herd behavior as a
source of the return volatility in stock markets.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further, it estimates the herd behavior of individual,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cuses on its relation with return volatility from the behavioral
point of view.
Collecting daily data of stock price, trading volume, and market capitalization
from FnGuide, this paper makes the stocks, sorted by the trading volume, into
five equally weighted portfolios and estimates herding parameter derived from
the continuous beliefs system for the five portfolios of each investor. Som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investor’s trade increases,
herd behavior appears more strongly, but in the case of individual investor herd
behavior is the most strong in 40-60% portfolio. This interesting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a weakening of herd behavior due to diversity of individual
investor’s beliefs at large trading proportion, leading to reduction of market
volatility. In conclusion, foreign investor is more likely to herd and destabilize
the Korean stock market than individual investor.
JEL Classification: G10, C22, 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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