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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투자자는 모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가설

을 세우고 많은 논문들이나 수익성 모델들이 발표되어왔다. 하지만 실제

의 주식시장은 수많은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시기별로 

투자 활성화 구간 (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과 투자 비활성

화 구간(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투자 활성화 구간에서 투자자의 투자행태의 분석을 하기 

위해 투자심리 지표와 주성분 분석(parti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

하여 투자 활성화 구간을 추정한 후에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 활성

화 구간의 수익률 분포 비교와 투자 주체 별 투자형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 구간에서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

자중 어느 그룹의 순매수 대금과 총 거래 대금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중 23개의 분기

는 투자 활성화 구간으로 29개의 분기는 투자 비활성화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투자 활성화 구간과 비활성화 구간에 투자주체들은 확연히 

다른 투자행태를 가졌는데 개인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비활성 구간에 상

관없이 투자하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외국인은 투

자 활성화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기관투자

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높고 Book to Market ratio가 낮

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투자 비활성화 구간과 투자 활성화 구간에서 확연

히 다른 투자 행태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투자 심리, 투자 주체, 투자 행태, 주성분 분석, 투자성과 

학 번 : 2012-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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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의 등장 

후, 재무이론에서는 주식의 수익률을 재무인자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Sharp, William, 1964). 기업의 체계적 

위험이라는 하나의 인자를 통해 해당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한 이 모형을 

시작으로 여러 해에 걸쳐 CAPM을 보안하고 확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Fama, French, 2008). 그 후, Fama 와 French에 의해 

개발된 Three factor model은 9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의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익률의 90%를 설명하는데 성공한다 (Fama, 

French, 2008). 그러나 후에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Three factor 

model의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Carhart, 1997). 위에서 제시된 

모형들은 모형의 설명력 외에 초기 가정에서 한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위 모형들은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투자심리(Sentiment)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 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년대 말부터 여러 연구에 걸쳐 

투자심리 또한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Kothari, 

1997; Baker, 2000).  

국내에서도 투자심리에 관한 척도의 연구 또는 투자심리가 

위험-수익 (Mean-Variance)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정현 2009; 장승욱 2012). 그러나 투자심리와 

재무인자를 이용하여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타국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투기성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투자 활성화 구간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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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sentiment period) 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 (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에 투자를 달리하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일 것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 상관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 쉽게 영향을 받고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 심리를 

사용하여 수익률을 설명한 논문이나 투자 주체의 투자 행태 분석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투자 심리에 따라 각각의 투자 주체들이 

어떠한 투자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투자 심리도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을 때 투자 심리에 따라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방식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떤 투자 주체가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따라 투자행태를 달리 하고 

어떤 투자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투자심리를 수치화하기 위해 Baker 와 Wurgler (200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투자심리의 대용 지수를 만들었다. 

대용 지수를 만들기 위해 배당금 프리미엄과 주식발행비중, 연간 

기업공개 수, 거래 회전율, 투자자 별 거래량 비율, 투자자 별 거래 대금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투자 심리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 

유가 증권 시장의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52분기를 투자 활성화 

구간(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으로 구분 한 후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의 수익률을 알아보았다. 그 후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각 투자주체가 어떤 투자행태를 보여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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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 후, 각각의 투자 주체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가총액과 장부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 

(Book to Market Ratio, BM)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과 외국인 모두 시가총액이 크고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기업에 투자 하였다.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확연히 다른 투자행태를 보였다. 기관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외국인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에 

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4장에서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 분석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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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전통적인 재무이론에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기피(Risk-averse)하고 

자신의 효용(Utility)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 합리적인(Rational)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을 때(mispricing), 이는 

투자자들에 의해 즉시 수정되어 차익거래(Arbitrage)의 기회가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다. 우선 다수의 투자자들은 투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장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아직 

수익성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미래에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러한 

기업들의 가치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투기꾼들에 의해 주식의 수요가 급등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 위의 특성을 보이는 주식들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으며 공매도의 경우에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D’Avolio, Gene, 2002). 결국 차익거래를 할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하고 더 큰 비용이 소모됨을 뜻한다. 이는 

차익거래자들이 가격을 수정할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위 내용은 기업 유형 자산의 수익성이 검증되었고, 주기적인 배당 

지급과 투자자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때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투자심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Baker, Malcolm, 2006). Baker 과 Wurlger (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폐쇄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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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주식의 거래량 회전율, 기업 공개 수, 기업 공개 후 첫 거래일 

수익률, 주식발행비중, 배당금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 심리가 양(+)인 해와 음(-)인 해를 

구별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재무인자들이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각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Kamesaka, Nofsinger, Kawakita (2003)는 일본 증권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였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각각의 투자 주체가 어떠한 수익을 얻었는지를 알려주면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Nofsinger, Sias(1999)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positive 

feedback trader 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Choe, kho, 

Shalz(1999)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같이 무리 지어 

투자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Barber 와 Odean (2000,2001)에서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너무 자주 하고 또 돈을 잃는 것에 대해 

무관심 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 심리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나 각각의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투자 심리에 따라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투자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았다.  

  



- 6 - 

 

제 3장. 자료와 방법론 
 

3.1 연구 목표 
 

본 논문에서는 Baker 와 Wurgler(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참고하여 심리지수 변수를 이용한 투자심리 대용지수를 

구성하여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 활성화 기간 

즉 투자 심리 대용지수가 양(+)일 때와 음(-)일 때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 기간에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변수 선정 및 정의 
 

3.2.1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모두 ㈜에프엔가이드의 DataGui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투자심리지수와 투자 주체의 투자 행태 

분석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이하 KOSPI)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 

대상 기업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의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던 모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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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투자 심리 구성변수 정의 

투자심리 

구성 변수 

 

배당금 프리미엄 분기별 
배당 기업과 비 배당기업간의 평균 

Log(PBR)의 차이 

주식발행비중 분기별 
총 주식 발행 금액/(총 주식 

발행금액+총 부채 발행금액) 

거래 회전률 분기별 
Log(연간 총 거래량/총 발행 

주식수) 

기업공개 기업수 분기별 기업공개 상장한 기업의 숫자 

기업공개 기업의 

첫날 수익률 
분기별 기업공개 상장한 다음날의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 변수 

시가총액 일별 총 주식수 * 일별 종가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일별 총자본/시가총액,  

수익률 구성 

변수 

투자주체별 

순매수대금 
일별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별 

매수대금 – 일별 매도대금 

투자주체별 

순매수량 
일별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별 

매수수량 – 일별 매도수량 

일별 수익률 일별 (전날 종가-당일종가)/전날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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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 심리(Sentiment) 구성 변수 정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어 제시된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중, 

배당금 프리미엄, 주식발행비중, 기업공개 기업 수, 기업공개 한 기업의 

첫날 수익률, 거래 회전율을 본 연구에서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1) 배당금 프리미엄(DP)  

기업들을 배당지급기업과 무배당지급기업으로 나눈 뒤, 각각의 

시가 장부가 비율을 시장총액을 이용하여 가치가중평균 한 뒤, natural 

log를 취하였는데 그 후, 배당지급기업과 무배당 지급 기업간의 차이를 

배당금 프리미엄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하였다. 

배당금 프리미엄은 배당금지급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상대적 수요치라고 

할 수 있다.  

(2) 주식발행비중(S)  

주식발행비중은 

[주식발행금액/(총주식발행금액+총부채발행금액)] 으로 계산한다.  

(3) 기업공개 기업 수(IPO_n)  

IPO 기업 수는 해당 분기에 기업공개 상장한 기업의 숫자이다.   

(4) 기업 공개 한 기업의 첫날 수익율 (IPO_logR1) 

IPO 기업의 첫날의 수익율을 log return 한 값이다.  

(5) 거래 회전율(TURN)  

거래 회전율은 [연간총거래량/총발행주식수]로 계산한 후 log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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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트폴리오 (Portfolio) 변수 정의 

 

기업의 크기 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여 시가총액을 산출하였고 

자본금과 연관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 위해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Book to Market  Ratio)을 산출하였다.  

 

(1)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당일주가*주식수 

로 산출하였다. 

(2)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Book to Market Ratio) 

장부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은 기업의 총 자본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는 보통주의 주당 장부가격에 대한 

시장가격의 비율로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를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들이 평가하는 회사가치와 연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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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법론 
 

우선 투자 심리 구간 구분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ker 

and Wurgler(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참고하여 sentiment 

variable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arti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의 

투자심리 활성화 분기를 산출하고 투자 활성화 분기와 투자 비활성화 

분기의 수익률과 변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 구간별 투자 행태분석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단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대금을 분석하여 어떤 투자 주체가 투자 활성화 기간에 투자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시가총액으로 10분위 하여 포트폴리오, PFtv1은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10%로 포트폴리오, PFtv10은 시가총액 기준 

최상의 10%로 정의하여 각각의 포트폴리오 마다 투자 심리가 활성화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분석하였다. 또 한 기업의 시가총액만 가지고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분석하는 것에 더하여 각 기업의 Book to 

Market Ratio를 구하여 이를 10분위 하여 포트폴리오, PFbm1은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하위 10%로 포트폴리오, PFbm10은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상의 10%로 정의하여 한 각각의 portfolio 마다 

투자심리가 활성화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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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투자심리 대용지수 구성 

 

투자심리 대용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앞서 이야기한 5가지의 

심리구성 변수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 (PCA)를 하였다. 이는 PCA를 

사용하여 이 5가지의 투자심리구성 변수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단 표<1>에서 각 투자심리구성 변수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 PCA를 할 때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변수의 성질이 중복되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변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관관계가 0.5이상이면 제외하기 위해 <표2>에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PCA를 실시한 결과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표3>에서 

나타내었다.  

 

투자심리구성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각각의 변수의 

상관관계가 0.5를 넘는 것이 없어 5개의 변수 모두를 사용하였다. PCA 

결과 5개의 주성분 (PCAi)이 산출되었고, 각 주성분에 대한 설명력과 

그에 따른 통계분석은 <표4>에 나타냈다. 각 주성분의 설명력은 심리 

구성 변수들의 총 분산 대비 각 주성분의 분산으로 정의된다. 이는 각 

주성분이 전체 정보에서 설명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투자심리 대용지수, IS를 PCA1과 PCA2의 설명력 대비 가중평균으로 

정의했다. 이때, IS의 설명력은 55.216%이다. 

 

IS(t) = (설명력)PCA1 ∙ PCA1(t) + (설명력)PCA2  ∙ PCA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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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투자심리 구성 변수 통계 분석 

 
IPO_n IPO_logR1 S DP turn 

평균 4.500 0.006 0.000 -0.263 -0.012 

표준편차 2.593 0.054 0.078 0.373 0.384 

skewness 0.249 0.071 0.245 -0.788 0.480 

kurtosis -0.745 -0.123 -0.402 0.864 -0.304 

 

<표3> 투자 심리 구성 변수 상관관계 

 
IPO_n IPO_logR1 S DP   turn 

IPO_n 1.000 
    

IPO_logR1 -0.252 1.000 
   

S 0.334 -0.113 1.000 
  

DP 0.085 0.028 0.060 1.000 
 

  turn -0.144 -0.142 0.067 0.258 1.000 

 

<표4> 각 성분의 설명력과 투자심리 대용 지수 산출 

 
PCA1 PCA2 PCA3 PCA4 PCA5 IS 

설명력(%) 29.937 25.279 19.252 15.694 9.838 55.216 

평균 -1.121 -0.085 0.429 -0.209 -0.106 -0.357 

표준편차 1.223 1.124 0.981 0.886 0.701 0.464 

skewness -0.372 0.326 -0.400 -0.388 -0.270 0.591 

kurtosis 0.237 -0.535 0.358 2.778 -0.69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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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 분석 결과 
 

4.1 투자 심리 구간 판별 결과 

 

Baker 와 Wulger(2006)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투자 심리 

지표가 양의 값을 가지면 투자 활성화 구간으로 투자 심리 지표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투자 비활성화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표5>에 

2000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의 성분1의 변수와 성분2의 

변수 그리고 이를 설명력 대비 가치평균 하여 IS로 나타내었고 이 

값이 양수이면 H 그리고 음수이면 L로 나타내어 각 분기를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 활성화 구간을 나누었다. 그 결과 총 

52분기동안 23분기가 투자 활성화 구간으로 선정되었고 29분기가 

투자 비 활성과 구간으로 선정 되었다.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 

활성화 구간을 분기별로 나눠 표시하여 <그림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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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분기별 투자 심리지표 

 
분기 PCA1 PCA2 IS H/L 

2000 

1 -2.84 -0.38 -0.95 L 

2 -1.31 0.38 -0.30 L 

3 -1.27 -0.09 -0.40 L 

4 0.87 -0.15 0.22 H 

2001 

1 -0.14 -1.31 -0.37 L 

2 -1.55 -0.71 -0.64 L 

3 1.81 0.82 0.75 H 

4 0.63 1.59 0.59 H 

2002 

1 -0.06 1.68 0.41 L 

2 2.57 1.62 1.18 H 

3 2.05 2.09 1.14 H 

4 1.91 2.14 1.11 H 

2003 

1 0.80 1.72 0.68 H 

2 -3.41 2.69 -0.34 L 

3 0.26 1.30 0.41 H 

4 1.36 -0.12 0.38 H 

2004 

1 -0.98 1.02 -0.04 L 

2 -0.80 0.29 -0.17 L 

3 0.49 -0.17 0.11 H 

4 -1.03 -0.03 -0.32 L 

2005 

1 -0.93 0.86 -0.06 L 

2 -1.17 0.44 -0.24 L 

3 0.59 0.45 0.29 H 

4 0.82 -0.10 0.22 H 

2006 1 -0.94 0.01 -0.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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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40 -1.15 -0.41 L 

3 0.22 -1.54 -0.32 H 

4 0.73 -2.02 -0.29 H 

2007 

1 -1.94 -1.01 -0.84 L 

2 -0.52 -0.21 -0.21 L 

3 0.08 -0.59 -0.13 H 

4 1.12 -1.57 -0.06 H 

2008 

1 -1.57 -1.40 -0.83 L 

2 -0.51 -1.66 -0.57 L 

3 1.53 -1.66 0.04 H 

4 -0.63 0.14 -0.15 L 

2009 

1 -0.22 0.35 0.02 L 

2 0.77 0.67 0.40 H 

3 0.78 0.80 0.44 H 

4 1.08 -0.69 0.15 H 

2010 

1 1.16 -0.86 0.13 H 

2 0.29 -0.95 -0.15 H 

3 1.17 -1.24 0.04 H 

4 -0.53 -0.75 -0.35 L 

2011 

1 0.58 -1.07 -0.10 H 

2 1.42 -1.33 0.09 H 

3 -0.83 -0.44 -0.36 L 

4 0.20 -0.52 -0.07 H 

2012 

1 -0.42 0.87 0.10 L 

2 -0.81 0.59 -0.09 L 

3 -1.08 1.00 -0.07 L 

4 0.60 0.21 0.2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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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그림1> 투자 활성화 구간 

 

 

 

 

 

 

 

 

 

 

 
<그림 1>을 보면 닷컴 붐과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와 

Finanacial Crisis가 있었던 시기에는 투자 활성화 구간 (High 

sentiment)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활성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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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투자 심리 구간별 수익률 평가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 활성화 기간에 분기 수익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투자 활성화 기간 그룹의 분기 평균 

수익률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 그룹의 분기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다. 이때의 평균 수익률은 각 분기별로 KOPSI 지수를 

사용하여 수익률을 구하고 투자 활성화 분기의 값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투자 비활성화 분기의 값들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값이다. 이렇게 구한 분기 수익률 통계를 <표 6>에 나타내었는데 

이 통계를 보면 투자 활성화 구간 그룹의 분기 평균 수익률은 

0.031이고 투자 비활성과 구간 그룹의 분기 평균 수익률은 -0.003 

이다. 하지만 둘의 평균값의 차이의 p-value 값이 0.369 로써 두 

그룹의 분기 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6> 분기별 수익률 통계 

 
수익률 평균 수익률 표준편차  Skewness Kurtosis 

H 0.031  0.016  -0.333  1.210  

L -0.003  0.016  -0.194  0.654  

H-L 0.034  -0.001  -0.139  0.556  

t 0.902  -0.379  -1.045  1.153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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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투자심리 구간별 투자주체의 순매수 금액과 
총거래 금액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따라 투자 행태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각 분기별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의 분기별 일 평균 순매수 대금을 구하였다. 이때의 분기별 

일 평균 순매수 대금은 해당 분기 안에 있는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의 일일 총 매수 금액에서 일일 총 매도 금액을 뺀 뒤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한 거래일로 나눠진 값을 

뜻한다. 이렇게 구해진 기관 개인 외국인의 분기별 일 평균 순매수 

대금은 투자 활성화 분기별로 모은 값의 평균과 투자 비활성화 

분기별로 모은 값의 평균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이를 <표7>에 

정리하였다.  

 

<표7> 분기별 일 평균 순매수 대금 

 
기관 순매수 평균 개인 순매수 평균 외국인 순매수 평균 

H -192 -176 382 

L 178 -113 -186 

H-L -370 -63 568 

t -1.998** -0.575 2.199***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 : 1억) 

 

<표7>을 보면 투자 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에 기관은 

하루 평균 192억 정도를 순매도 하였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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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분기에는 하루 평균 178억 정도를 순매수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살펴보면 투자 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에는 하루 평균 176억을 순매도 하였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에는 하루 평균 113억을 순매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살펴보면 투자 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에는 

하루 평균 382억을 순매수 하였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에는 하루 평균 186억을 순매도 하였다. 각 투자주체들의 투자 

활성과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의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해당하는 분기의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기관은 유의수준 5%에서 외국인은 유의수준 1%에서 두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비활성화 구간에서 크게 차이를 가지고 투자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인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비활성화 구간에서 비슷하게 

순매도 하였고 오히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비활성화 구간에서 확연하게 다르게 투자하였다.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투자를 하였고 정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투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운영자금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투자 

활성화 분기의 그룹과 투자 비활성화 그룹의 분기를 나눈 후 해당 

투자 주체들의 각 분기별 일 평균 총거래 대금을 구하였다. 이때의 

분기별 일 평균 순매수 대금은 해당 분기 안에 있는 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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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일일 총 매수 금액과 일일 총 매도 금액을 더한 

뒤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한 거래일로 나눠진 값을 

뜻한다. 이렇게 구해진 기관, 개인, 외국인의 분기별 일 평균 총거래 

대금을 투자 활성화 분기별로 모은 값의 평균과 투자 비활성화 

분기별로 모은 값의 평균으로 나누어 <표8>에서 비교하였다. 

 

<표8> 분기별 일 평균 총거래 대금 

 

일 평균 기관 

총거래 대금 

일 평균 개인 

총거래대금 

일 평균 외국인 

총거래 대금 

H 15,237 46,511 14,164 

L 16,026 46,193 17,509 

H-L -789 318 -3345 

t -0.320 0.060 -1.380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 : 1억) 

 

 <표8>을 보면 기관 개인 외국인 모두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상관 없이 비슷한 금액을 일 평균 총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 

t-test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는데 구한 p-value 값이 유의 수준 

10% 보다 크기 때문에 기관 개인 외국인 모두 투자 활성화 

구간에서의 하루 평균 총거래 대금의 값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서의 하루 평균 총거래 대금의 값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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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투자 심리 구간별 투자행태 : 시가총액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2000년 1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의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 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각 분기 시가총액을 구하였다. 그 후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각 분기별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하의 0~10%를 포트폴리오1, PFtv1로 하고 

그 다음 11%~20%를 포트폴리오2, PFtv2로 하는 식으로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때에 해당분기 기간 동안 사라진 

기업을 제외하고 상장한 기업은 추가하여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달라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매 분기마다 다시 구성하였다. 

 

4.4.1 시가총액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시가 총액 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후에 해당분기의 각 

포트폴리오의 분기평균초과수익률을 구하였다.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평균분기초과수익률은 해당 분기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들의 

분기별 수익률을 평균 한 값에 해당 분기의 시장 수익률을 뺀 

값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분기마다 10개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 나오고 총 52분기 이므로 총 520개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 구성된다. 52분기중 투자 활성화 구간의 그룹과 투자 비 

활성과 구간의 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 그룹의 평균값을 구하여 각 

포트폴리오 마다 투자 활성과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의 분기 

초과 수익률에 대해서 분석한 값을 <표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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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시가총액 별 평균 분기 초과 수익률 

 
PFtv1 PFtv2 PFtv3 PFtv4 PFtv5 PFtv6 PFtv7 PFtv8 PFtv9 PFtv10 

H 1.06 -0.84 -1.83 -2.26 -3.23 -2.40 -2.88 -0.98 -0.04 0.57 

L 15.29 7.01 4.33 4.32 2.71 2.62 2.88 2.33 2.46 1.89 

t 2.21** -1.79* -1.87* 2.09** 2.16** 2.05** 2.48** -1.42 -1.17 -0.94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 

Pf1 :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10 :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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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에 값을 살펴보면 초과 수익률은 투자 활성화 

기간보다 투자 비 활성화 기간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과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뺀 값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기 평균 시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활성화 기간에 

초과 수익률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활성화 기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투자 활성화 

기간에는 회사의 크기에 상관 없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반면에 

투자 비활성화 기간에는 크기가 작은 회사일수록 초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 기업일수록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 활성화 기간의 초과 수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2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별 투자행태 

 

시가 총액 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후에 해당분기에 각 

포트폴리오 마다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을 

구하였다. 2000년 1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각 

기업마다 일별로 기관, 개인,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분기 순매수 금액을 알아내고 이 값을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있는 기업들끼리 합산하여 각각의 분기마다 기업 개인 

외국인이 어떤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의 순매수 대금을 

투자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온 순매수 대금을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으로 묶어 평균을 낸 뒤 그 값을 

비교하였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표10>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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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표11>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표12>에 나타내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큰 포트폴리오 8, 9,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에 따라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였는데, 투자 활성화 기간에는 

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과 기간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포트폴리오1, 중간 정도인 포트폴리오 4,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포트폴리오 8에서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였다. 또한 투자 심리 기간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기업을 매수하고 크기가 큰 기업을 매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표7>에서 나온 결과값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적게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 25 - 

 

<표10> 시가총액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 

 
PFtv1 PFtv2 PFtv3 PFtv4 PFtv5 PFtv6 PFtv7 PFtv8 PFtv9 PFtv10 

H -104 -26 -50 -56 26 43 172 6 -377 -9,796 

L -37 -32 -57 -18 6 192 152 725 2,786 5,347 

H-L -67 6 7 -38 20 -149 20 -719 -3,163 -15,143 

t -1.45 0.33 0.30 -0.89 0.27 -1.24 0.11 -1.88* -1.94* -1.74*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tv1  :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tv10 :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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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시가총액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PFtv1 PFtv2 PFtv3 PFtv4 PFtv5 PFtv6 PFtv7 PFtv8 PFtv9 PFtv10 

H 354 161 246 266 94 30 -95 -645 -3,751 -7,931 

L 143 194 192 94 -128 -410 -407 -1,602 -5,874 -6,595 

H-L 212 -34 54 172 222 440 312 957 2,122 -1,337 

t 2.09** -0.64 1.02 2.31** 1.47 1.86* 1.18 1.85* 1.08 -0.17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tv1  :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tv10 :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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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시가총액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행태  

 
PFtv1 PFtv2 PFtv3 PFtv4 PFtv5 PFtv6 PFtv7 PFtv8 PFtv9  PFtv10 

H -2 -29 -32 -30 -8 16 86 259 3,180 17,849 

L -21 -31 -11 -48 35 -3 84 69 -674 -6,843 

H-L 19 2 -20 18 -43 19 2 191 3,854 24,693 

t 1.05 0.13 -1.45 0.73 -0.74 0.25 0.01 0.47 2.23** 1.97**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tv1  :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tv10 :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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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따라 시가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 9 와 포트폴리오 10 에서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였다.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에 구간에 따라 시가총액이 큰 포트폴리오에 

투자행태를 다르게 하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정 반대로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도를 하는 투자 행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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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투자 심리 구간별 투자행태 : Book to Market 
ratio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4에서 시가총액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 주체가 어떠한 

투자 행태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나눈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각 기업의 분기별 

총 자본금을 구하여 Book to Market Ratio를 산출하였다. Book to 

Market ratio는 기업의 총 자본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는 보통주의 주당 장부가격에 대한 시장가격의 비율로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를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들이 평가하는 회사가치와 연관시킨 것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이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회사의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끼리 큰 기업은 큰 기업끼리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각 분기별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하의 0~10%를 

포트폴리오1, PFbm1로 하고 그 다음 11%~20%를 포트폴리오2, 

PFbm2로 하는 식으로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때에 

해당분기 기간 동안 사라진 기업은 제외하고 상장한 기업은 

추가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달라지는 회사들의 Book to Market 

ratio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였다.  

 

 

 



- 30 - 

 

4.5.1 Book to Market Ratio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Book to Market Ratio 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후에 

해당분기의 각 포트폴리오의 평균 분기 초과 수익률을 구하였다.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평균 분기 초과 수익률은 우선 해당 분기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의 분기별 수익률을 평균 한 값에 해당 

분기의 시장 수익률을 뺀 값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분기마다 

10개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 나오고 총 52분기 이므로 총 

520개의 포트폴리오 초과 수익률이 구성된다. 52분기중 투자 

활성화 구간의 분기 그룹과 투자 비 활성과 구간의 분기 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 그룹의 평균값을 구하여 각 포트폴리오 마다 투자 

활성과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의 분기 초과 수익률에 대해서 

분석한 값을 <표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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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BM Ratio 별 평균 분기 초과 수익률 

 PFbm1 PFbm2 PFbm3 PFbm4 PFbm5 PFbm6 PFbm7 PFbm8 PFbm9 PFbm10 

H 8.59 3.44 2.06 1.23 -0.14 -1.13 -2.50 -3.75 -4.45 -6.80 

L 16.40 7.54 8.88 6.37 4.08 2.15 1.39 0.77 -0.05 -2.12 

t -1.88* -1.23 -1.93* -2.02** -1.78* -1.26 -1.70* -1.92* -1.91* -1.80*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 

PFbm1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bm10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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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3>에 값을 살펴보면 Book to Market ratio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에도 시가총액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와 같이 초과 수익률은 투자 활성화 기간보다 투자 비 

활성화 기간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과 수익률이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뺀 값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기 평균 

시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활성화 기간에 초과 수익률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활성화 기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활성과 

기간 모두 Book to Market Ratio 가 작은 기업일수록 초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2와 

포트폴리오6을 제외한 모든 포트폴리오에서의 투자활성화 구간의 

초과수익률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의 초과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결과를 얻었다. 이는, Book to Market ratio의 크기에 

상관없이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 활성화 기간의 초과 

수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2 Book to Market Ratio 포트폴리오 별 투자행태 

 

Book to Market Ratio 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후에 

해당분기에 각 포트폴리오의 마다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을 구하였다. 2000년 1월 4일부터 2012년 각 기업마다 

일별로 기관 개인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분기 순매수 금액을 알아내고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있는 

기업들끼리 다시 합산하여 각각의 분기마다 기업, 개인,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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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의 순매수 대금을 투자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온 순매수 대금을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으로 묶어 평균을 낸 뒤 그 값을 비교하였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였는지 <표14>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하였는지 <표15>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하였는지 <표16>에 나타내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Book to Market Ratio가 상대적으로 작은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에 따라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였는데, 투자 활성화 

기간에는 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과 기간에는 매수를 하는 투자 

행태를 보여주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5 에서만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고 다른 모든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슷한 투자 행태를 보여왔다. 또한 투자 심리 

기간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기업을 

매도하고 Book to Market Ratio가 큰 기업을 매수하는 투자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4.3절에서 나온 결과값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적게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따라 Book to Market Ratio 가 상대적으로 낮은 

포트폴리오2와 포트폴리오3에서 투자 행태를 다르게 하였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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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도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에 구간에 따라 Book 

to Market Ratio가 낮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행태를 다르게 하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정 반대로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도를 하는 

투자 행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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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BM Ratio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 

 PFbm1 PFbm2 PFbm3 PFbm4 PFbm5 PFbm6 PFbm7 PFbm8 PFbm9 PFbm10 

H 
-2162 -5788 -2425 326 -548 -265 7 -249 -221 -339 

L 
2005 5063 1729 757 375 1077 402 -261 -137 -144 

H-L 
-4167 -10850 -4154 -430 -923 -1341 -394 12 -84 -194 

t -1.07 -2.73*** -1.26 -0.26 -0.73 -1.92* -0.71 0.03 -0.27 -0.70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bm1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bm10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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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BM Ratio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PFbm1 PFbm2 PFbm3 PFbm4 PFbm5 PFbm6 PFbm7 PFbm8 PFbm9 PFbm10 

H 
-5339 -2365 -2341 -1449 -1241 191 174 811 173 408 

L 
-5002 -4297 212 -391 363 207 131 525 178 521 

H-L 
-338 1932 -2554 -1058 -1605 -16 43 286 -5 -112 

t -0.17 0.49 -1.41 -0.89 -1.88* -0.02 0.09 0.68 -0.02 -0.61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bm1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bm10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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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BM Ratio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행태  

 

PFbm1 PFbm2 PFbm3 PFbm4 PFbm5 PFbm6 PFbm7 PFbm8 PFbm9 PFbm10 

H 
6906 9018 4994 1154 2346 80 -207 -611 36 4 

L 
118 -1341 -4552 -1266 -759 -1671 -848 -222 -108 -467 

H-L 
6787 10359 9546 2421 3105 1751 641 -389 144 471 

t 1.39 2.02** 2.14** 1.14 1.87* 1.54 0.82 -0.87 0.49 1.88*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단위:억) 

PFbm1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하위 10% 포트폴리오 

PFbm10 : Book to Market Ratio 기준 최상위 10%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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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Baker 와 Wurgler(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참고하여 심리지수 변수를 이용한 투자심리 대용지수를 

구성하여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한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 투자 

활성화 기간과 비 활성화 기간 즉 투자 심리 대용지수가 양(+)일 

때와 음(-)일 때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기간에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지를 살펴 보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심리지수와 투자 주체의 투자 행태 분석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KOSPI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PCA 분석을 사용하여 각 분기마다 심리 대용지수를 

구하고 투자 활성화 구간 (High invest sentiment period) 와 투자 

비활성화 구간(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52개의 분기중 23개의 분기가 투자 활성화 구간으로, 

29개의 구간이 투자 비활성화 구간으로 구분되었다.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을 나눈 뒤에 분기 각 구간의 분기 평균 

수익률과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기 평균 순매수 대금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분기 평균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 할 만큼 

다르지 않았지만 순매수 대금의 경우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순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순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투자 

활성화 구간에 순매수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순매도를 

하였다. 투자 심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았던 개인은 

오히려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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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투자주체들의 투자행태 분석을 하기 위해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Book to 

Market Ratio를 사용 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 

활성화 시기와 투자 비활성화 시기의 각 포트폴리오의 분기 초과 

수익률을 구하고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가총액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눴을 때 초과 수익률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높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도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수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도하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들과는 다르게 

시가총액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다르게 투자하였다. Book to Market Ratio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나눴을 때 초과 수익률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서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포트폴리오가 높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Book to Market Ratio 가 작은 기업에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도를 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Book to Market Ratio 가 작은 기업을 

투자 활성화 구간에 매수하고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매도하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Book to Market Ratio, 투자 활성화 구간과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PCA 분석을 통해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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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 비활성화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비활성화 구간에 투자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바탕으로 어떠한 기업에 

투자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기관 투자자들은 비활성화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기업에 투자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성화 구간에 시가총액이 크고 Book to 

Market ratio가 작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향후 추가해야 할 연구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계절성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 활성화 기간과 투자 비활성화 기간을 나누는 

것과 한국 주식 시장에 맞는 투자 심리 지표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기관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었는지 알아내어 투자 주체 별 투자 구간 대비 수익성을 

파악하는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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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ifying investment sentiment period 

and analyzing how each investment 

group acts in KOSPI market. 

Changju Lee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studies, there are many scientific articles and profit maximize 

model that assume all investors are rational. However, in real stock market, 

there are lots of irrational investors and this leads to create 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 and 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 In this 

paper, to verify invest sentiment periods and analyzing how each 

investment group act in KOSPI market, first, by using Partial component 

analysis, this paper verified twenty three quarters as 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and twenty nine quarters as low investment 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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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 from fifty two quarters of KOSPI market from January 1st, 2000 to 

December 31st, 2012. After that it compared net purchased value and 

trading value of each invest groups with in different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As a result, all three different investment groups have different 

investment patterns: institutional investors buy during 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individual investors did not affected, foreign investors 

buys during 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To analyze which 

companies are highly affect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during different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this paper 

construct portfolios with total market value and book to market ratio value 

and analyze how each investment group acts in each portfolios in different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For that result, both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act differently on companies with high total market 

value and low book to market ratio during different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however, individual investors buy those companies during low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but foreign investors buy those companies 

during high investment sentiment periods. 

keywords : Investment sentiment, Investment patterns, 

institutional,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Portfo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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