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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학위논문은 제한적 합리성이 반영된 금융시장모형에 관한 세 개의 소논

문으로 이루어져있다. 제 1장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경제주체의 감성을 측정

하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최근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한 거시경제의 실증분

석에서 어휘에 담겨있는 감성을 지수화한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개발되고 제

시되었다. 이런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학습의 기법을 민간 경제주

체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 또는 낙관의 척도와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

제정책의 기조에 대한 인지의 척도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귀적 신경망방식을 적용한 거시경제심리지수의 척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새

롭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형태소별 사전적 감성부여와 재귀적 신경망 방식

의 감성분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제시한다. 한국자

료를 사용하여 본 장에서 제시한 경제심리지수는 Bloom의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에 포함되지 않은 거시경제상황에 대

한 독립적인 정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적은 것은 본 장의 심리지수에 제한적 합리성이 반영되어 있

기 때문임을 보인다.  

제 2장에서는 뉴스가 미래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모형과 실증

분석 두 가지로 보인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식 수익률의 

예측 가능성은 이후의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다. Shiller(2007, 

2014)와 Garcia(2013)를 포함한 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의 존재가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과 맞지 않는 실증 분석결과의 원

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시적인 미시 기반의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면서 

뉴스가 미래 주식수익률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의는 많지 않다. 2장

에서는 최적화 포트폴리오선택모형을 개발하여 1장에서 설명한 거시경제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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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미래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인다. 또한 한국자료를 사용하

여 레짐스위칭 확률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고,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

라 수익률 예측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마진 제약에 직면했을 경

우에 대해서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금융의 역할이 반영된 다수

의 자산가격 설정모형이 제시되어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시증거금의 효과를 

반영한 자산가격설정모형을 사용하여 주가수익률의 결정과 증권시장선을 분

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거래증거금의 효과를 반영한 자산가격설정모형을 사용

하여 주가수익률의 결정과 증권시장선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초과수

익률결정모형을 한국의 주요 산업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타계수

의 값은 1보다 크다. (2)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거금제약이 실효적으로 

존재한다. 이 같은 결론은 미국자료를 사용하여 마진제약의 실효성을 실증분

석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요어 : 제한적 합리성, 기계학습, 재귀적 신경망, 수익률 예측가능성, 포트

폴리오 선택 모형 최적화, 마진제약, 자산가격설정모형  

 

학   번 : 2018-3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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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제한적 합리성과 거시경제의 감성 분석 

 

제１절 서론 

 

텍스트 속에 담긴 감성을 읽어내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특히 심

리학 분야에서는 글 속에 담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심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후 기업의 광고나 마케팅, 정치 등에서도 텍스트

를 통한 감성 분석, 소위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혹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소비자나 국민의 의

견을 읽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제학에서는 텍스트를 이용한 감

성분석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감성

분석은 다루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작성

한 텍스트를 보고 그 실체를 예측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감성분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법론은 

관련용어의 출현빈도를 활용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으로 김유신, 김남규, 정승

렬(2012)은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구한 뉴스 컨텐츠의 감성분석 

결과값과 주가지수 등락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혔다. 김영민, 정석재, 이석

준(2014)는 네이버, 다음, 팍스넷 사용자 메시지를 영문으로 변환한 후 영문 

사전과 비교하여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의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주가 등락 예측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재봉, 김형중(2017)은 위

의 방법과 유사하나 여기에서는 팍스넷 게시글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에 특화

된 감성사전을 구축했다. 이영준, 김수현, 박기영(2019) 역시 경제 분야에 특

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여기에서는 형태소 분석기도 직접 생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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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감성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으로부터 어

조지수를 추출하고 기준금리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Pyo, 

Kim(2017)에서는 SO-PMI방식을 사용하여 어휘의 감성을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휘사전을 구축하여 지수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감성 지수는 

자산 가격을 예측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텍스트 내의 위

계적 구조의 문맥을 활용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것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개

발되는 과정에 있다. R. Socher et al.(2013)은 지도학습 방식에서 감성 트리

(sentiment treebank)를 사용하여 훈련시킬 경우 새로운 자료에 대해 감성 

판별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당수의 감성분석 연구는 

단어와 형태소의 출현빈도를 토대로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어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발전과 함께 감성분석

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나 출현빈도 만으로는 맥락까지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

가 존재한다. 재귀적 신경망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즉, 지도학습 방식에서의 훈련을 통해 거시경제 관점에서 

긍정과 부정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정하고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하여 전

체 문장의 감성을 결정하여 경제학 분야에서 텍스트 감성분석의 새로운 방법

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본 장의 궁극적 목적이자 하나의 

의미 있는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감성분석 방법론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방법론

을 사용해서 작성한 투자자 심리지수의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작성한 거시경

제 심리지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다른 경제심리지수들과 비

교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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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감성분석 방법론 

 

감성 분석이란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트 형

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하게끔 해야하므로 자연어 처리가 필

연적으로 수반된다. 감성 분석은 이러한 자연어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

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휘 사전에 기반한 접근(lexicon-based approach) 방식

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식이다. 이는 아래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항에서는 어휘 사전에 기반한 접근법 가운데 외부 사전을 채택하는 방식

과 코퍼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2항에서는 기계 학습 방식을 소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 방식 내에서도 보다 엄밀한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한계

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후술하는 감성분석 

방법론은 이러한 발전 순서를 따르고 있다. 또한 영어로 만들어진 텍스트 분

석 프로그램을 한국어와 한국 정서에 맞게 응용하여 개발한 한국어 프로그램

들도 함께 기술하였다. 언어의 차이는 감성 분석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모든 글 분석 연구는 연구 분야와 목적에 맞게 개발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텍스트를 통한 감성분석은 넓은 분야에 걸쳐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경영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

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감성분석 방법론의 두 가지 큰 흐름인 어휘사전 기

반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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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성분석의 두 가지 방식 

 

 

그림 1-1을 보면 감성 분석 방식은 어휘 사전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으로 

나뉜다. 어휘 사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미리 자연어 목록을 만들어 두고 이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감지할 경우에 컴퓨터가 반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연

어 목록을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단어에 

대한 감성 사전을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식(manual),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외

부 사전(dictionary)을 채택하는 방식, 그리고 단어가 아닌 코퍼스(corpus, 말

뭉치)를 단위로 하여 감성 어휘를 구축하는 코퍼스 기반 접근 방법이 그것이

다. 이 중 수동방식은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감성이 존재할 수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로 된 단어를 뽑고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다. 한 번 점수를 부여하고 나면 적용하기가 쉽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어

휘를 쓰는가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방식으로는 거시경제의 감성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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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장에서는 분석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동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사전기반 방식에서 사용되는 사전에는 ‘긍정’ 혹은 ‘부정’ 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어휘들이 미리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텍스트를 접했을 때 텍

스트 내의 어휘들 가운데 ‘긍정’과 ‘부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단어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된 맥락까지 고려하는 것은 코퍼스 기반 방식이라고 한다. 코퍼스 

기반 방식에서는 문장 내에서 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발화자가 특정 대상

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감정이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을 결정한다.  

한편 기계학습 방식에는 크게 지도학습 방식과 비지도학습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1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은 기계가 ‘정답’을 알고있는지의 여부이다. 지

도학습은 기계에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기계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특정한 공통점을 공유하는 데이터들을 그룹

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성 분석에서의 ‘정답’은 극성이 되는데, 기계에게 학

습을 시킬 때 미리 극성 판별이 되어있는 예시를 사용하면 지도 학습이 된다. 

위에서 본 어휘 사전 방식과 구별되는 점은, 정해져 있는 목록 대신 기계가 

무수히 많은 텍스트를 읽고 극성을 분류하는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가도록 한

다는 것이다. 

 

 

 

                                       

1 ‘정답’이 일부만 있는 준지도 학습과 관찰 후 행동을 실행하고 보상을 받아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학습 등도 있지만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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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전기반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종류 

명칭 특징 작성시점/작성자 

일반탐색자(The 

General Inquirer) 

카테고리별로 단어를 

분류하고, 단어들의 빈

도수 분석에 집중함 

Stone, Dunphry, 

Smith, Ogilvie, 1966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s, LIWC) 

문장의 형식을 반영

하여 보다 세분화된 컨

텐츠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함 

James Pennebaker, 

Martha Francis, 1996 

 심리학적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 

영어분석 프로그램

(LIWC)을 원형으로 한

국어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 

이창환, 김경일, 임종

섭, 이윤형, 2005 

 

제１항 어휘사전 방식 
 

1) 사전 기반 방식 

표 1-1에는 사전기반 방식을 적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있다. 

사전기반 방식은 상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단어들

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사전은 그 취지

와 언어 유형에 따라 상이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프로그램이 단

어들의 빈도수 분석에 집중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장의 형식 및 언어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보다 정밀한 컨텐츠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

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960년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던 Stone과 그의 동료들이 하버드 사회적 관계 연구

소(Harvard Laboratory of Social Relations)에서 함께 만든 ‘일반 탐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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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quirer)’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심리는 그

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된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 

탐색자는 크게 용어 사전과 어휘 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

성된다. 프로그램은 다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사전 기술어

(descriptor)를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 기

술어들에 기반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retrieval)이 다음 단계이다. 이 때 중

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의 범위에 맞는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버드 심리사전2과 라스웰 가치사전(Lasswell value dictionary), “marker” 

dictionary 등 네 가지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최초의 일반 탐색자 프로그램은 하버드 심리사회 사전(Harvard Psycho-

Social Dictionary)를 사용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우선, 텍스트

에 있는 단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그것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과 연결시키는 태깅(tagging)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접미사

(suffix)를 제거하고 어근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태깅의 대상이 되는 문

장이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tag)이 위치하는 형

태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특정 카테고리의 단어가 주체로 자주 

등장하는지 객체로 자주 등장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각 카테고리가 얼마나 자

주 등장했는지 등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는 일반탐색자와 유사

하게 사전의 카테고리에 따라 긍/부정을 분류하고 빈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제시되어있다. 

                                       

2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특정 어휘의 빈도수나 어조의 정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General Inquirer의 근거가 되는 감성 사전인 Harvard IV-4 dictionary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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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전분석 방식을 활용한 예시(영어) 

 

 

그림 1-2는 Garcia(2013)에서 예시로 활용된 뉴욕 타임스의 1916년 6월 25

일자 칼럼이다. 감성 분석을 위해 부정에 속하는 단어와 긍정에 속하는 단어

를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확인한다. 아래 예시에서 볼드체로 나

타난 단어는 ‘부정적(negative)’에 속하는 단어들이고, 이탤릭체로 나타난 단어

는 ‘긍정적(positive)’로 분류된 단어들이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decline’, ‘loss’, ‘depress’, 

‘danger’ 등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strengthened’, 

‘great’, ‘superior’, ‘better’, ‘abl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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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전분석 방식을 활용한 예시(한국어)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된 텍스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3은 파이낸셜 뉴스 2020년 7월 11일자 기사 내용이다. 불

황,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 파란색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불황과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휘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해당 단어를 모두 셀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탐색자(General Inquirer) 이후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과 교수였던 

James Pennebaker는 동료들과 함께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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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and Word Count, LIWC)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개인의 감정

에 대해 서술한 글을 분석하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일반 탐색자는 방대한 양의 어휘를 확보한 사전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내용어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기능어-문장 내에서 내용 단어의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는 어휘 또

는 형태소로서, 영어에서는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조동사, 관사 등의 품사가 

이에 속함-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되었다.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은 내

용어 외에도 기능어 관련 변인, 그리고 온라인 텍스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줄임말 등을 추가하여 텍스트 내의 언어 사용의 기저에 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탐색자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심리학적 영어 분석 글프로그램에서는 단어별로 관련된 속성들

을 나타내는 대신 카테고리별로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2015년 사전에는 총 125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일반 탐색자의 카테고리에서는 긍정적(Positiv) 혹은 부정적(Negativ) 속성이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것에 반해, 여기에서는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

어서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걸쳐 나타난다.   

LIWC를 활용하여 텍스트 내의 인칭과 대명사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1인칭 대명사를 많

이 사용한다(Mehl & Pennebaker, 2003)거나 1인칭 대명사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의 진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Mehl & Pennebaker, 2001)는 

것, 등을 보면 기능어와 대명사 관련 변인이 텍스트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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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IWC의 어휘 분류 목록(일부) 

 

이밖에도 일반 탐색자와 구별되는 점은, LIWC에는 각각의 차원에 대해 개

별적인 어휘 목록 내지 사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령 감정을 나타내는 차

원인 정서 어휘(Affect words)에는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와 부정적 정

서(negative emotion) 텍스트 내의 긍정과 부정에 해당되는 감정적 단어들의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와 부정적 감정에 해

당되는 단어를 설정해야 했다. 이렇게 설정한 단어들이 해당 카테고리에 적절

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이후 버전에서는 카테고리 내의 

단어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그림 1-4는 각 카테고리별로 포함된 어휘 목록이다. 총 125개 카테고리 가

운데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불안, 분노, 슬픔이라는 다섯 개의 카테

고리에 속하는 단어 목록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 혹은 ‘부정’의 이분법

이 아닌 세분화된 분류가 특징적이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이모티콘

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탐색자의 분석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적 어조(emotional tone)라는 것이 있어서 긍정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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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분석하기도 했는데, 어조의 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정서(positive tone)가 큰 것이다.  

LIWC의 개발로 이를 사용한 괄목할 만한 연구들이 생산되었고, 이를 한국

어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5)3. 하지만 한

국어와 영어 간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해 기존 LIWC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번

안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LIWC의 중요한 부분인 기능어 분석

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어 기능어에는 ‘조사, 어

말어미, 선어말어미, 보조사, 접속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독립된 어휘가 아니

라 음소 내지 형태소 단위로 존재한다. 또한 이들 형태소는 서로 결합이 자유

로워 어미 및 조사 결합이 2천 개를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에, LIWC에서 

사용되었던 차원들을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 변인들로 바꾸어서 한국

어 글분석 프로그램 KLIWC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K-GraCaT : Korean Grammarical Category Tagger)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형태소 분석기에 LIWC의 품사를 더해서 

만들어졌다. 독립된 어휘로 된 영어의 기능어와 달리 한국어는 형태소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개수를 구하는 부분도 

추가되었다. 또한 한국어에서 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과 문장의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문장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조차

도 생략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두었다.  

KLIWC 개발 과정에서 영어권과 달리 국내에서는 심리를 나타내는 사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한국 문화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찾

                                       

3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텍스트만 준비하면 각 변인의 비율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글 분석 서비스(www.k-liwc.net ) 를 제공해왔으나 현재는 이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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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어 심리 단어집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권에서는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영어권과 비교했을 때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신호 등(1993)이 

뽑은 감정 단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서적 의미가 강한 단어들을 선별하여 

크게 쾌 단어와 불쾌 단어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긍정적 정서 단어와 부정적 

정서단어로 정했다. 이외에도 LIWC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존칭어 변인이 추

가되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존칭어가 중요한 언어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켰다.  

 

 [표 1-2] 코퍼스 기반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 

명칭 특징 작성시점/작성자 

다중관점 질의응답 시

스템(Multi-

Perspective Question 

Answering, MPQA) 

말뭉치를 단위로 

분석, 체계적인 주석 

언어 구축  

Wiebe, Wilson, and 

Cardie(2005) 

한국어 감정 및 의견 

분석 코퍼스(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KOSAC)4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Corpus 개발 

신효필, 김문형, 조유

미 장하연, Andrew 

Cattle(컨퍼런스2012, 

논문2013) 

eKoNLPy 경제금융분야 특화 이영준(2018) 

 

2) 코퍼스 기반 방식 

앞에서 살펴본 연구로 텍스트 내의 어휘-내용어와 기능어를 포함한-들이 긍

정 혹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누고 해당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쓴이의 감정이나 의견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실제 감정 표현들이 주석된 대규모의 

                                       

4 http://word.snu.ac.kr/kosac/index.php  

http://word.snu.ac.kr/kosac/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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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표 1-2는 이러한 코퍼스기반 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목록이다. 다중관점 질의응답 시스템(Multi-Perspective 

Question Answering, MPQA) 프로젝트는 체계적으로 코퍼스를 구축하려는 최

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Wiebe, Wilson, and Cardie, 2005). 이들은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구분하고 해당 문장 내에서 발화자와 주체, 객체 등을 구분하여 

의견이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장 내에서 

주체(agent)를 구분하고 개별적인 상태나 발화사건(speech of event)을 명시적

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구를 정리한 다음, 개별적인 상태나 의견이 발화자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이후 다중관점 질의응답 시스템과 유사한 주석 원리를 한국어에 적용한 한

국어 감정분석 코퍼스가 구축(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KOSAC)되었

다. 구체적으로 문장을 코퍼스 단위로 분석하여 특정한 어휘나 구문이 긍정/

부정인지, 혹은 주관적(subjectivity type)인지, 강한 어조(intensity)인지 등을 추

출한다. 극성을 띠거나 주관성, 강도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단어나 연결

어미, 조사 등의 기능어가 대부분이다.  

2010년대 들어서 마침내 한국에서도 앞서 살펴본 MPQA와 유사한 감정 분

석 코퍼스가 만들어졌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컴퓨터 언어학연구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동안 한국어 감정분석 코퍼스(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KOSAC)를 구축하였다(김문형 외, 2013). 여기에서는 형태소 

단위의 감정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태소 N-그램 표제어 

16,362개(유니그램 3476개, 바이그램 6579개, 트라이그램 6307개)가 가지는 

의미 특성값들을 나열하였다. KOSAC은 한국 감정주석언어(KSML)를 토대로 만

들어졌는데, 주석 언어는 크게 세 가지-SEED 태그, subjectivity 태그, 

objectivity 태그-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SEED 태그는 문장보다 작은 단위



 

25 

 

의 핵심 주관 표현들을 주석하였고 구체적으로 ‘anchor’, ‘원천자 중첩 횟

수(nested-source)’, ‘주관성 유형(subjectivity-type)’, ‘극성(polarity)’, 

‘강도(intensity)’ 등 다양한 속성값들로 이루어져있다. 이 가운데 주관성 유

형에는 ‘emotion’, ‘judgment’, ‘agreement’, ‘argument’, 

‘intention’, ‘speculation’ 등이 있으며, 이 각각에 대해서 negative, 

positive, neutral, complex 등으로 나뉜다. Polarity는 positive, negative, neutral, 

complex로 이루어져있고, intensity는 low, medium, high의 세 가지로 구분된

다. 

마지막으로 eKoNLPy는 텍스트를 통해 통화정책 어조(센티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어휘라도 경제/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맥

락을 감안하여 구성되었다. 위의 두 가지 코퍼스 구축 방식과는 다르지만 연

속된 n개의 단어 조합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전 방식과는 차이가 있

다. 구체적으로 명사, 동사, 부사, 부정어 등을 포함하는 5-gram 단어 사전을 

구축하여 맥락에 따른 극성을 부여하였다. 

총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 통화정책 사전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수집했다.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금통위 회의 결과 자료와 금리 관련 뉴스, 그리고 증권사 채권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다. 금리 관련 뉴스는 보도비중이 가장 높은 3개사-연합인포

맥스, 이데일리, 연합뉴스-의 기사를 사용하되, 본문에 ‘금리’를 포함하는 

경제분야 뉴스를 모두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가 발행하는 분석 보

고서 가운데 채권투자전략, 금리전망, 채권시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 대

상이 되는 문서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사 내용을 문장으로 나누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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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장을 성분별로 분해했다. 한글은 영어와 달리 단어가 띄어쓰기로 구분되

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고, 이미 존재하는 형태소 분석기는 전

문용어나 외래어, 외국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태소 분해 

기준을 수정하여 형태소 분석기를 직접 제작하였다. 기존의 KoNLPy를 기반으

로 경제 관련 전문 용어 들을 하나의 명사로 분류하도록 하는 후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일드커브(yield curve)나 스티프닝(steepening) 등의 경제 관련 용어 

가운데 한국어로 치환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용어들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동일한 의미이나 모양을 달리 하는 경우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리스크와 위험, 스와프와 스왑 등 의미가 같은 외래어는 통일하였

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동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표제

어로 통일 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 사전 방식과는 구별되는 코퍼스 방식의 

특징이 나타난다. 개별 단어가 아닌 연속된 5개 단어의 조합을 사용하는 5-

gram 단어 사전을 구축했다. 효율성을 위해 모든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발생

빈도수가 15개 이상인 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든 조합의 극성을 구분하여 긍정과 부정을 표시하는 어휘사전을 생성한다. 

총 세 가지 접근법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설명 방향에 부합하는 

어휘 기반 방식을 소개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어휘 기반 방식 가운데 코퍼스 

기반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어휘 임베딩을 통해 단어간 관계를 나타내고, 각 

단어의 극성 점수(polarity score)는 seed에서 해당 단어에 도달하는 랜덤 워크 

확률로 산출했다. 긍정적인 seed 와 부정적인 seed 가 각각 25개씩 정해져있

으므로 각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확률과 부정적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확률의 비율로 최종적인 극성 점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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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기계학습 방식 

 

기계학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도 학습법(supervised learning)

과 비지도 학습법(unsupervised learning)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

합으로 만든 준지도 학습법(semi-supervised learning)이 있다. 지도 학습과 비

지도 학습을 나누는 기준은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응되

는 레이블의 존재 유무다. ‘지도 학습’이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이 개념은 계량 경제학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

적인 연구로는 Hal(2014), Mullaninathan, Spiess(2017), 그리고 Athey, 

Imbens(2019) 등이 있다. 이들은 기계학습 방식을 경제학의 개념으로 설명한

다. 또한, 이들은 기계학습 방식이 계량 경제학의 회귀 분석 방식과 비슷함에

도 불구하고 기계학습을 활용한 경제학 연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유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데에서 찾고 있다. 기계학습의 경우에

는 ‘얼마나 예측을 잘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학에서는 ‘파라미터의 

추정’에 관심을 둔다. 기계학습 방식도 처음에는 모형을 설정하여 어떤 경로

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지켜

보지만 동일한 작업을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원리로 출력 데이터를 도출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논리적 접근

이 실험적 접근으로 바뀐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학에서

는 기계학습 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계학습 방식의 기초 원리에 대해 소개한다. 아래와 같

이 변수 x에 대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f(x) = ax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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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방식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H(x) = wx + b 

 

여기에서 좌변의 H(x)는 가설을 나타내고, w는 가중치를, x는 결과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b는 데이터가 얼마나 한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나타내

는 편향성을 나타낸다. 가령 어떤 텍스트가 긍정적인 어조를 가지는지 부정적

인 어조를 가지는지 예측하고 싶다면 우변에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를 x라고 두고 가중치와 편향을 임의로 설정하여 가설을 완성한 다음 기계에

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킨다. 기계 학습의 핵심은 결국 정답(true value)에 

최대한 가까운 가중치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텍스트와 이에 따른 감성 

분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텍

스트가 입력변수에 해당하고,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감성-연구자가 알아내고

자 하는 결과-이 레이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기계는 처음에 설정해 둔 가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인지 평가하게 

된다. 만약 가설과 실제 데이터가 동떨어져 있다면 기계로 하여금 이를 수정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면 가설 모형으로 실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계가 학습을 통해 가설을 수정하기 위

해서 비용함수를 사용한다. 위의 예에서 데이터 상의 실제 값을 변수 y라고 

둔다면 H(x) − y를 통해 가설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보다 정확

하게 비용함수는 m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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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1
𝑚𝑚
�(𝐻𝐻�𝑥𝑥(𝑖𝑖)� − 𝑦𝑦(𝑖𝑖))2
𝑚𝑚

𝑖𝑖=1

 

 

기계는 학습을 거쳐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비용식을 가중치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미분하면, 새로운 가

중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W ∶=𝑊𝑊 − 𝛼𝛼
1
𝑚𝑚
�(𝑊𝑊𝑥𝑥(𝑖𝑖) − 𝑦𝑦(𝑖𝑖))𝑥𝑥(𝑖𝑖)
𝑚𝑚

𝑖𝑖=1

 

 

여기에서 ∶=는 업데이트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등호

와는 다르다. 이는 기계학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위의 예에서는 단순한 

선형식을 가정하였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함수가 가설로 

설정될 수 있다. 뒤에서 등장하게 될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역시 

이렇게 설정된 함수 중에 하나이다. 이외에도 시그모이드 함수나 Rectified 

Linear Unit(ReLU) 등이 자주 사용되는 비선형 함수이다.  

또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행렬로 나타내며, 

선택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softmax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한 문장 내에 서

로 다른 감성을 가지는 단어들이 존재할 경우 이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해당 

문장의 감성을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세 개의 문장이 동일한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𝑦𝑦1
𝑦𝑦2
𝑦𝑦3
�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𝑚𝑚𝑠𝑠𝑥𝑥(

𝑊𝑊1,1𝑥𝑥1 + 𝑊𝑊1,2𝑥𝑥2 + 𝑊𝑊1,3𝑥𝑥3 + 𝑏𝑏1
𝑊𝑊2,1𝑥𝑥1 + 𝑊𝑊2,2𝑥𝑥2 + 𝑊𝑊2,3𝑥𝑥3 + 𝑏𝑏2
𝑊𝑊3,1𝑥𝑥1 + 𝑊𝑊3,2𝑥𝑥2 + 𝑊𝑊3,3𝑥𝑥3 + 𝑏𝑏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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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𝑦𝑦1, 𝑦𝑦2, 𝑦𝑦3는 각각 세 문장 전체의 극성을 나타낸다. 우변의 세 개 식

들은 각 문장에서 해당 단어가 가지는 가중치를 곱한 합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인 기계 학습 방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아래에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한다.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분류/회귀 문제

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분류는 모든 지도 학습 방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

다. 지도 학습 방식은 크게 분류(classification)와 회귀(regression)로 나뉜다. 

이산 변수는 분류, 연속 변수는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텍스트 내의 어조가 ‘긍

정적’ 혹은 ‘부정적’ 두 가지로 결정하는 것은 이산 변수에 해당되므로 본 장

에서는 분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분류를 실시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특성5 벡터-

을 관측한다. 여기에서는 감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어휘나 구문, 혹은 문장이 

특성 벡터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 벡터에 해당되는 결과-논문의 예

시에서는 긍정, 부정 등의 극성-가 존재한다. 기계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했을 때, 관측한 특성 벡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극성을 부여하는 것6이다. 즉 어휘 관측치들을 토대로, 새로

운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이것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판단한다.  

분류와 회귀는 데이터 샘플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까지는 동일

하지만, 이러한 구분을 최적화하는 목적함수에 따라 달라진다. 분류 방식에서

는 목적함수를 impurity 함수라고 부르며 각각의 레이블이 할당된 데이터 내

의 개체들의 비중을 계산하여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레이블로 구성되어있는

                                       

5 경제학의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 회귀자(regressor), 입력변수(input variable) 등에 해당하는 것으

로 기계 학습 분야에서는 특성(feature)이라고 부른다.  

6 계량경제학의 이산 선택 분석(discrete choice analysis)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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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정한다. 감성 분석에 적용해보면 하나의 문장 내의 여러 단어들이 가지

는 극성을 고려해서 전체 문장이 얼마나 다양한 극성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

는 것이다. Impurity 함수는 문장 내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극성을 가질 경우 

최소화되고, 단어가 모두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질 경우 최대화된다. 따라서 분

류를 했을 때 이 목적함수의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분류 기준을 찾는다.  

지도 학습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7 그 중에

서도 자연어 처리에 응용되는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신경

망(neural network) 분석 기법이 있다. 신경망이라는 이름은 신경세포인 뉴런

의 작동 원리를 본 따서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 실제로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여러 자극은 그 총합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에만 다른 세포로 전달된다. 인

공지능을 연구하던 자들은 가중치를 다르게 가지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가중

치가 곱해진 변수들의 합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

성화 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가 출력 데이터로 나오기

까지의 과정을 연결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가령 문장의 감성을 분석한다

고 할 때, 문장은 입력 데이터가 되고,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극성은 출력 데

이터가 된다. 신경망의 구조로 보면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은닉층(hidden layer)이 존재하고 각 층에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 ‘뉴런’

이 존재한다. 처음 신경망이 개발된 것은 1950년대였으나 앞서 이야기한 분

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동안 정체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이 문제는 뉴

런의 연산을 담당하는 단위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모두 늘림으로써 해결되었

고, 이것이 오늘날의 딥러닝 기술이다. 딥러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자동화된 

특성 추출 및 표현(representation)이 가능해졌다.  

                                       

7 KNN(K-Nearest Neighbors), 나이브 베이즈(naïve Bayes), 의사결정 트리, SVM(Support Vector Machine), 

랜덤 포레스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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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어휘 임베딩 예시8 

 

 

자연어 처리에 있어 딥러닝 기술은 어휘 임베딩(word embedding)에서 시

작한다. 어휘 임베딩은 기계로 하여금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

록 표현(representation)하는 것이다. 그림 1-5는 어휘 임베딩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예시에서는 어휘 벡터들이 7개의 차원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각각

의 차원은 ‘살아있는 것’, ‘고양이과의’, ‘인간’, ‘성별’, ‘왕족’, ‘동사’, ‘복수 명사’를 

결정한다.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해당 특성과 연관이 높으면 높은 값이 부여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값(음의 값)이 부여된다. 예시에서 단어 ‘고양이’의 

경우 살아있는 것이고, 고양이과에 속하기 때문에 첫번째와 두번째에 부여된 

숫자가 높다. 그러나 ‘고양이’는 왕족이 아니고 동사도 아니며, 복수 명사도 

                                       

8  “Hariom Gautam”, Hariom Gautam medium. 2020년 3월 2일 수정, 2020년9월24일접속, 

https://medium.com/@hari4om/word-embedding-d816f6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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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해당 특성들에서는 음의 값을 보인다. 한편, ‘고양이’와 유사한 

‘강아지’는 인간과 더 친밀한 것으로 이해되어 해당 특성의 값이 고양이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각각의 어휘를 특성에 따라 n차 공간의 한 점으로 나

타낼 수 있다.  

보다 분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휘 임베딩은 이웃하는 어휘로 중심 어휘를 

예측하는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단어 빈도수 기반의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일반적인 어휘는 어떤 특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위의 예시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술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지도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어휘 임베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어 임베딩의 정확도나 효율성이 검증되고 나서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이나 n-gram을 사용해서 높은 수준의 특성을 추출해내

는 함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추상화된 특성들은 감성분석에 활용하기 적

절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망들이 개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 신

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리고 재귀 신경망(Recursive Neural 

Network)이다. 신경망을 감성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엄밀한 검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소

개한다. 어휘 임베딩은 자연어 처리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감성(극성) 분석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

휘 임베딩 이후에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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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동일 극성군 분류 

 
 

그림 1-6은 두 어휘가 동일한 극성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원리를 보

여주고 있다. 2차보다 높은 차수일 경우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차원 축소를 통해 벡터의 차원을 축소한다. 이 작업을 통해 n차 공간의 

한 점을 2차 평면의 한 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면 두 어휘 벡

터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극성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차

원 축소에서 계산된 2차 평면 상의 거리가 임의의 양수 a보다 작으면 동일한 

극성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 임베딩 과정이 끝나고 차원 축소를 통해 2

차원 평면에 해당 어휘를 나타냈을 때, ‘불황’ 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어는 ‘불황’과 동일한 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불황’을 두고, 새로운 어휘가 

이 기본 어휘(seed word)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극성의 효율적

인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3절에서는 지도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극성군을 분

류하는 작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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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투자자 심리를 반영한 기존 연구 

논문 제목 /  

작성자 
출처 

미디어 자료로부터 비관지수  

구성 방식 

Baker and 

Wurgler, Investor 

Sentiment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e, Vol. 

61, No.4  

(AUG 2006) 

6개 proxy의 common 

variation에 기반한 composite 

index를 구성 

Tetlock, 

Giving Content 

to Investor 

Sentiment: The 

Role of Media in 

the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e, Vol. 

62, No. 3 

(JUNE 2007) 

분석 기간(1984~1999) 동안 

General Inquirer 프로그램과 

Harvard Ⅳ-4 psychosocial 

dictionary를 사용하여 월 스트리

트 저널의 일별 칼럼에 등장하는 

단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등

장 횟수를 더함 

Garcia, 

Sentiment 

during Recessions 

Journal of 

Finance, Vol. 

69, No.3 

(JUNE 2013) 

분석 기간(1905~2005) 동안의 

뉴욕 타임스의 칼럼과 Bill 

McDonald의 사전을 이용하여 긍

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로 구분

하고 총 단어 수 중에 긍(부)정적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미디어 

컨텐츠 measure라고 정의함 

Brochado,  

Google search 

based sentiment 

indexes 

IIMB 

management 

review 2019-

10 

미디어에 노출된 어휘 대신 소

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구글 검색

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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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제한적 합리성과 감성분석으로 작성된 심리지수 

 

표 1-3은 투자자 심리가 금융시장의 현상을 설명한다고 분석한 선행 연구

의 목록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 심리를 측정하였다. 금융 (수

치)자료를 활용하여 투자자 심리를 측정한 Baker, Wurgler(2006)부터 대중

적인 일간지에 노출된 단어들을 사용한 Tetlock(2007)과 Garcia(2013), 그

리고 구글 검색어의 검색량을 가지고 분석한 Brochado(201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심리가 수익률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은 존재했지만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한 최초

의 시도는 Baker, Wurgler(2006)라고 할 수 있다.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어떤 지표가 투자자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해당 변수와 수익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증했다

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이들의 방

법을 사용하여 투자자 심리가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

구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Baker, Wurgler(2006)의 연구 이후 투자자 심리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수치 자료로 투자자 심리를 측정

하는 것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 및 엄밀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단을 찾아 이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지수화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뉴스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었

다. 뉴스 미디어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쉽게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어떤 미디어 내용에 주로 노출되느냐는 투

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즉 비관지수를 엄밀하게 구성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앞 절에서 감성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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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에서는 비관지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설

명한다. 

 

제１항 제한적 합리성과 투자자 심리지수 

 

고전적 재무이론에서는 합리적 투자자의 선택 과정으로 자산 가격 결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투자자 심리가 증권 가격에 미치는 효

과의 영향을 인정하고 이것이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 논문

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투자자 심리의 대용변수를 선택하여 해당 변수가 수

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대용변

수로 하나의 변수를 선택했지만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Baker 

and Wurgler(2006, 이하 BW)는 이렇게 다변량 요인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W는 먼저 기업 규모, 위험, 수익성, 배당 여부, 유형 자산 비

중, 성장 기회 등의 기업의 특성에 기반해서 10개의 등가중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였다. 이제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투자자 심리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투자자 심리지수를 구성한다. 위에서 언

급한대로 BW는 투자자 심리 대용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복합적인 지수를 

만들어냈다. 이 때 사용된 6개의 변수는 폐쇄형(closed-end) 펀드 할인율, 뉴

욕증시 주식 회전율, IPO 첫 날 거래 주식 수와 평균 수익률, 신주 비율, 그리

고 배당 프리미엄이다. 첫 번째인 폐쇄형 펀드 할인율은 1962년부터 2001년

까지의 연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1962년부터 1993년 까지는 Neal and 

Wheatly(1998)의 value weighted 평균 할인율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CDA/Wiesenberger에서,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 까지는 Wal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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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의 turn-of-the-year 발행본에서 차용했다. 두 번째인 뉴욕증시 주식 회

전율은 NYSE Fact Book에 상장된 평균 거래량을 평균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IPO 개수와 첫 날 평균 수익률을 Jay Ritter의 웹사이트에

서 가져다 사용했다. 신주 비율은 총 발행 주식수를 총 주식과 장기 부채 발

행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은 Federal Reserve Bulletin9에서 가져왔다. 마

지막 대용 변수인 배당 프리미엄은 평균 장부가치 비율의 로그편차로 구하였

다.  

각각의 대용 변수에는 심리적 요소도 있지만 심리와 무관한 요소도 포함되

어있다. 이 가운데 공통된 요소만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기법을 사용

했다. 구체적으로, 6개의 변수들의 해당 기와 이전 기까지 총 12개 변수들에 

대해 제 1 주성분을 추출했다. 대용 변수들 가운데 주식 회전율과 기업 공개

일 첫 날 평균 수익률, 그리고 배당 프리미엄은 이전 기 자료를 사용하고 나

머지 변수들은 해당 기 자료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투자심리지수를 구성한다. 

이 때 각각의 변수들은 모두 표준화된 값을 사용한다. 6개 변수의 20년간 월

별 관측치를 기록한 데이터 행렬을 X라고 하면 X의 크기는 240*6이 된다. 또

한 X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측치는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X의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이를 대각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X′X = B′ΛB 

 

식에서 행렬 Λ는 공분산 행렬의 특성근(eigenvalue)을 대각원소로 하는 대

                                       

9 연방 준비 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에 의해 1914년부터 작성되어 공개되고 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bullet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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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행렬이며, 제 1 주성분은 절대값이 가장 큰 특성근에 대응하는 특성근 벡터

(eigenvector)를 사용해서 작성한 변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 1 주성분 추출 

방식을 사용해서 투자심리지수 구성 작업은 완료되었다.  

한편, 고전적 재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당 주식군에 존재하는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상황들에 직

교화된 대용 변수들을 만들고 이들로 구성된 투자자 심리지수를 추가적으로 

구성했다. 위에서 사용한 투자심리 대용변수를 연도별 거시경제변수(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증가율)에 회귀한 후 결과로 나온 

잔차가 직교화된 대용 변수가 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대용변수들을 주

성분 분석하여 직교화된 투자심리지수를 구하였다. 직교화된 투자심리지수는 

앞에서 구한 투자심리지수가 보이는 특성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였다. 1962년

부터 2001년 사이의 6개 대용 변수들 각각에 대한 원 자료와 잔차를 비교해

본 결과, 신주 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용변수들은 원자료를 사용했을 때와 

잔차를 사용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폐쇄형 펀드 할인율, 주식 회

전율, 기업공개 개수와 첫 날 거래 평균 수익률 그리고 배당금 프리미엄은 거

시경제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식 발행 비

중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원자료와 잔차를 사용한 경우 유사한 형태

를 보였으나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상태에서는 주식 발행 비중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

지만 거시경제변수를 배제하고 보았을 때는 등락의 빈도나 정도가 훨씬 작게 

나타났다. 1982년 정점을 찍은 신주 비율은 1년 만에 가파르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후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자료 상으로는 주식 발행

비중이 증가하여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해소 등 긍정적인 거시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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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잔차로 나타냈을 때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단조 감소하는 형태

를 보인다. 거시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주식과 장기 채권 가운데 주식의 비

중이 높지만 불황일 때는 주식의 비중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에 

비해 주식 발행 비중 변수는 거시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구성한 직교화된 심리지수를 가지고 조건부 특성 효과를 확인한 결

과 투자 심리지수가 긍정적일 때 새로운 (기업 공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을 선호한다. 또한 심리 지수가 부정적일 때, 기업 규모가 작은 주식이 

기업 규모가 큰 주식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위험도에 있어

서는 심리지수가 좋을 때 더욱 위험한 주식일수록 수익률이 낮았고, 고수익성 

주식이 저수익성 주식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심리지수가 

낮을 때는, 고수익성, 배당금 지불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오히려 더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조건부 특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

심리 지수를 활용하여 해당 특성마다 높은 가치의 주식은 매도하고 낮은 가

치의 주식은 매수하는 포트폴리오를 예측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분석한 것

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피 설명변수로 수익률 대신 수익률의 차이를 사

용한다. 기업의 규모라는 특성을 예시로 들어보면, 작은 기업의 수익률에서 

큰 기업의 수익률을 뺀 차이를 투자 심리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

계수가 -0.4로 역의 관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투자심리지수의 변화가 실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변화에 기인하

지 않고 거시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 경로에 따르면, 각각의 특성마다 주식의 체계적 위험(베타로딩)이 투자 

심리 대용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거나 베타 값은 고정되어 있어도 리

스크 프리미엄이 투자 심리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투자 심리 변수와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복합 계수를 확인하면 투자 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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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회귀했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투자 심리에 대한 회귀 계수와 비

교한 결과, 두 가지 작동 방식 모두에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일련의 실증 분석 결과들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심리에 대한 회귀 계수인 시장 베타에 

대비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한 복합 계수를 조건부 시장 베타라고 한

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형 자산 비중이라는 특성에 속하는 연구개발비 비

중의 투자심리지수의 시장 베타 값은 -0.3이었지만 조건부 시장 베타 값은 

0.12로 양의 값을 가진다.  

위에서 구성한 심리 지수(sentiment index)를 사용하여 심리가 주식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어졌다(Baker and Wurgler, 

2007).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투기적이고 차익거래가 어려운 주식들의 

경우에 심리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주식들을 변동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가장 안전하고 차익거래 실현이 용

이한 주식부터 가장 투기적이고 차익거래 실현이 어려운 주식까지 총 10개의 

포트폴리오가 생성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투기적이고 차익거래 실현이 어려

운 주식일수록 투자자 심리의 회귀 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옳

다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그런데 이 때 투자자 심리의 회귀 계수는 결국 심리 

변화에 의해 주식 수익률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 심리 베타

(sentiment beta)가 된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10개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8번째로 투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심리 변화 지수를 1 표준편차만큼 증

가시켰을 때 주식 수익률이 1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채권과 유

사한 수준의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음의 심리 베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W의 방법은 이후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응용되었다. 변진호, 김

근수(2013)은 BW(2006)에서 사용한 투자 심리지수 생성 방법과 투자 심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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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변수들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 관련 변수와 주식 시장 관련 

변수들을 나누어 어떤 변수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투자 심리지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BW(2006)의 논문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김가람,류두진,양희진(2018) 역시 BW(2006)의 방법론으로 생성한 다변수 투자 

심리 지수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

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량 불균형과 상장주식 거래회전율

을 이용한 단일변수 투자심리지수를 다변수 투자 심리 지수와 비교하여 후자

가 더욱 유용한 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심리지수 자체에 초점을 맞춘 논문 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

자자 심리를 활용한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강장구, 권경윤, 심명화(2013)는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집단거래행태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태 속에 내재된 투자 심리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 차익거래가 어려운 주식일수록 주식 

가격에 대한 개인투자심리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시장가주문과 지정가 

주문 매수량과 매도량의 차이로 측정한 매수-매도 거래량불균형에서도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후자는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류두진,류두원,양

희진(2018)에서는 개별기업주식의 일별 거래정보와 해당종목에 대한 개인 투

자자의 매도매수정보를 투자자 심리지수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투자심리지

수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투자심리지수가 기업 고유특성에 따라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자 심리지수는 규모가 작

고, 주가가 낮고,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비율이 높고, 초과수익률이 높고, 과거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에서도 KOSPI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효정(201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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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지수의 수익률 예측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투자심리지수는 

BW(2006)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 이를 응용하여 분석한 결

과 낙관적 분기 이후에는 대체로 주식특성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비관적 분기 이후에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 투자심리지수가 역의 수익률 예

측력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1) 감성분석에 의거한 심리지수 

Tetlock(2007)은 미디어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금융 시장 관련 글을 활용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최다 발행부수를 가진 매체이고, 투자자들 사이에

서 신뢰할 만한 정보 공급소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Tetlock은 월 

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인 “Abreast of the Market”을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한 칼럼은 General Inquirer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인식된 데이터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미디어 팩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사전은 Harvard psychosocial dictionary이며, 다양한 General Inquirer 카테고

리 가운데 77개를 미리 선택한다. 참고로, 카테고리의 종류로는 긍정, 부정, 

적극적, 수동적 등을 나타내는 의미론적 차원과 기쁨이나 고통 등과 같이 감

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사유나 지각, 인과 등 인지에 관련된 영역 등이 있다. 

이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77개의 카테고리 분산을 최대로 만드는 하나의 

미디어 팩터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미디어 팩터는 칼럼에 등장하는 비관

적인 단어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비관지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모든 단어가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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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의 공분산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론적 구성 요소를 추출하는 과

정을 거쳐 중복되는 카테고리가 없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GI 카테고리에 

속하는 단어 횟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 지수를 

식별했다.  

Garcia(2013)는 뉴욕 타임스의 금융 관련 칼럼인 Financial Markets와 Topics 

in Wall Street을 사용하여 미디어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기간은 1905년 1

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100년 이라는 시간 동안의 일별 자료를 사

용하였다. 금융 관련 내용을 다루는 글은 시간 흐름에 따라 제목을 달리 하였

으나, 다른 제목을 가진 글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

면, Financial Markets는 1950년대까지 같은 이름으로 나왔으나 그 이후로는 

다른 제목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Topics in Wall Street 역시 “Sidelights 

from Wall Street”이나 “Financial and Business Sidelights of the Day”라는 이름

으로 출간되었다. 첫 번째로 뉴욕 타임스 아티클 아카이브에 접속하여 분석 

기간 동안의 대상이 된 칼럼을 확보하였다. 뉴욕 타임스 아티클 아카이브는 

185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사와 칼럼을 저장해두고 있는 문서 저장소로, 1981

년 이후의 글은 디지털화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1851년부터 1980년까지의 글

들은 디지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TimeMachine이라는 곳에 따로 보관 되

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직접 해당 칼럼 본문을 스캔하였다. 스캔작업 

결과 분석 기간 동안 55,307개의 파일이 만들어졌다. 스캔본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었으므로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이용하여 문서

로 변환한다. 광학문자인식 처리 과정에서 대표적인 OCR 기반 문서 인식 소

프트웨어인 ABBYY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칼럼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변환한 뒤에는 칼럼 내용을 수량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수량화 작업은 Bill McDonald의 사전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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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onald가 구축한 사전에는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목록이 나열 되어있다.10 해당 일자에 나온 칼럼의 긍정적인 단어 총합

과 부정적인 단어 총합을 구해서 일별로 미디어 컨텐츠 데이터를 구성한다. 

해당 일자에 여러 개의 글이 존재하므로 존재하는 모든 글의 긍정적인 미디

어 컨텐츠와 부정적인 미디어 컨텐츠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한 평균값을 글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의 개수로 나누

어 정규화한 것을 미디어 컨텐츠 척도라고 정의한다. 또한, 비관지수는 이렇

게 정의된 부정적 미디어 컨텐츠 척도에서 긍정적 미디어 척도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2) 인터넷 검색엔진 기반 심리지수 

Tetlock(2007)과 Garcia(2013)가 미디어에 노출된 어휘를 사용하여 경제 주

체의 심리를 나타내는 척도를 구성한 것과 달리, Brochado(2019)는 인터넷 검

색어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한 데에는 경제 주체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곧 해당 주체의 심리를 나타낸다는 가정이 밑바탕에 있었다. 구글에서 제공하

는 구글 검색량 지수(Google Search Volume Index)를 활용하여 검색어 데이터

를 마련한 뒤에는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검색 용어 목록을 식별하는 작

업이 필요했다.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를 찾기 위해 하

버드 심리사전과 라스웰 가치 사전에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경제 단어들 

149개를 가져오고, 그 가운데 경제와 무관하거나 구글 검색량 지수의 유효성

이 부족한 것은 제외시켜 총 118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된 118개의 단어들이 정말 적절한 단어인지 검증하

                                       

10 최신(2018) 목록을 참고하면 ‘부정적(negative)’에 속하는 영어 단어는 

2355개, ‘긍정적(positive)’에 속하는 영어 단어는 35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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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경제를 전공한 학생과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령과 성별이 적절하게 나뉘도록 총 90명의 설문 대상자를 선별하여 EU나 

세계 경제의 상태, 포르투갈의 상태, 그리고 포르투갈 금융 시장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어떤 검색어를 사용할 것인지 질문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검색어

는 총 105개로, 이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고 경제나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105개 용어에 대한 GSVI(기간:2009년 1월

~2014년 2월)를 구글 트렌드로부터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감성 지수(sentiment index)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량 지

수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구글 검색량 지수에 로

그를 취한 뒤에 차분하여 증가율을 구한다. 105개의 검색어에 대한 조정된 변

화율을 도출한 후,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어를 추려낸다. 즉, 검

색어와 시장 수익률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t 통계량 값이 2.5보다 크거나 -

2.5보다 작은, 상관관계가 가장 큰 20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여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10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10개를 결정한다. 긍정적 심리

지수(Positive Sentiment Index, PSI)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10개의 조정된 

변화율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심리지수(Negative 

Sentiment Index, NSI)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10개의 조정된 변화율의 평

균값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NSI와 연결

되는 검색어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는 유럽 재정 위

기로 포르투갈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었던 시기로, 경

제 주체들은 ‘위기’나 ‘적자’ 등 부정적인 경제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자주 검

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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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감성분석에 의거한 심리상태 빈도수의 비교 

분석 방법 분석 프로그램명 긍정 부정 비관 

수동 방식 거시경제 심리지수 0 3 3 

사전 방식 

하버드 심리사전(H) 1 9 8 

Loughran-

McDonald(LM) 
1 10 9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

로그램(LIWC) 
4 10 6 

기계학습 방식 
재귀적 신경망 방식

(RNN) 
0 3 3 

 

제４절 감성분석과 거시경제 심리지수 

 

이번 절에서는 2절에서 소개한 감성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사를 분석하

는 작업을 진행한다. 표 1-4에는 기사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와 방식이 정리되어있다. 어휘 사전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휘 사전 세 가지를, 기계 학습 방식에서는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활용한다. 위 표의 ‘긍정’과 ‘부정’은 각각의 방식을 사용하여 집계한 텍스트의 

긍정적, 부정적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하고, ‘비관’은 각각의 빈도수의 차이를 

구한 값이다. 표 상단에 위치한 ‘거시경제 심리지수’란 경제 주체의 심리보다

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내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판단하여 구

한 것이다. 이 방식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뉴스를 읽고 손으로 분류하

여 구하였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뉴스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하여 비관지수를 도출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 분석 프로그램들이 실제 거

시경제 심리지수와 유사하게 비관 정도를 도출해내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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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간단한 기사를 정해서 이를 분석 대상11으로 통일하고 어휘 사

전 방식과 기계학습 방식-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적용해서 비관지수를 도출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제주체들이 동일하게 접하는 미디어임에도 분석 방법

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비관지수는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맞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１항 사전 방식을 활용한 거시경제 심리지수 

 

지금부터는 세 가지 종류의 사전을 사용하여 기사를 분석한다. 세 가지 종

류의 사전은 각각 하버드 심리사전과 Loughran-McDonald 사전, 그리고 

LIWC에서 감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체적인 사전이다. 각각의 방식을 사

용하여 동일한 기사를 분석하고,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위에

서 언급한 사전이 모두 영문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기사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영어로 변환한 뒤 감성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 분석과정 

설명을 할 때는 편의상 한글 기사와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 1-7은 어휘 사전 기반 방식 가운데 하버드 심리사전을 사용해 

텍스트 내의 긍정과 부정 감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긍정

과 부정이라는 감성/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하버드 심리 사

전의 오스굿의 의미론 차원에서 ‘positiv와 ‘negativ’라는 속성을 가진 어휘를 

확인하였다. 

                                       

11 2020년 10월 18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11의 일부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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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하버드 심리사전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사 

 

 

 ‘Negativ’ 속성을 가진 어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의 

기사에서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대로 ‘Positiv’ 속성을 가진 어휘는 긍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위 기사에서 파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

에서 사용되는 사전들이 영어12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를 영

어로 번역하고, 어휘들을 사전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의미를 가

지는 단어에는 ‘변동성’, ‘부실’, ‘위기’, ‘우려’, ’위축’, ‘패닉’이 있고, 긍정적인 의

미를 가지는 단어는 ‘기회’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어휘와 부정적인 

어휘가 등장한 횟수를 적고, 둘의 차이로 비관의 정도를 나타낸다. 간단하게 

부정적인 어휘가 등장한 횟수에서 긍정적인 어휘의 등장 횟수를 뺀 값을 비

관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긍정이 ‘1’, 부정이 ‘9’로, 비

관의 값은 ‘8’이 된다. 위의 예시를 활용해서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

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우려(concern)’나 ‘위기(crisis)’는 부정적 감정(Negemo) 

카테고리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리스크(Risk) 카테고리에는 포함된다.  

                                       

12 비슷한 의미의 영어 단어들이 ‘긍정’, ‘부정’ 평가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

지만(가령 경기 ‘위축’을 ‘contract’라고 번역하면 이 때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으로 

나오지만, ‘decrease’를 사용하면 부정이라는 카테고리에 태그된다), 그럼에도 대략적인 감

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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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Loughran-McDonald의 텍스트 분석 결과 

 

 

다음은 경제금융 분야의 감성 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Loughran-McDonald의 

감성사전을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8은 Loughran-

McDonald 사전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사에 긍정과 부정을 표시한 것이다. 앞

에서 하버드 심리사전을 가지고 분석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리스크’와 ‘잘못’이 부정적인 단어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여기에서는 

이 두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리스크’는 금융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사전의 감성분석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 

비관지수를 구해보면 부정적인 단어 11개와 긍정적인 단어 1개의 차이인 10

이 된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LIWC)을 사용하여 기사를 분석해

본다. 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카테고리별 비율로 계산되지만13 여기에

서는 내장된 사전에 의해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되는 단어들을 확인한다.  

                                       

13 긍정적인 정서인 posemo는 2.50, 부정적인 정서인 negemo는 1.50이라는 결과값이 나왔

다.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1.5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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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LIWC를 사용하여 분석한 기사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의 자체 내장된 사전에는 사전의 카테고리

는 앞서 설명한 사전들과는 카테고리가 다르다. 하버드 심리사전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었던 데에 반해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

로그램은 ‘리스크’ 카테고리를 따로 두는 등 카테고리 자체가 훨씬 세분화되

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의 범위가 좁게 설정된다. 각 사전별로 ‘부정

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만을 채택하는 게 자의성을 줄일 것으로 생각

하여 이에 해당되는 단어들만 사용하였다. 

그림 1-9에서는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의 어휘 사전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긍정/부정적 감성이 몇 번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부정적 감성을 나

타내는 단어에는 ‘부실화’, ‘부실’, ‘패닉’, ‘리스크’만 포함된다. 이는 하버드 심리

사전을 사용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이다. 여기에는 ‘위기’와 ‘우려’가 부정적 정

서에 해당되지 않아서 비관지수를 도출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 긍정적인 감

성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기회’가 해당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성

을 나타내는 단어의 빈도 수가 5, 긍정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빈도 수

가 1로, 비관지수는 4가 된다. 단어 사전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사전마다 긍정

과 부정에 대한 카테고리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지수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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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비지도 학습 방식(핵심어 동반출현확률 기법)을 

활용한 거시경제 심리지수 

 

다음으로는 비지도 학습법 중 하나인 핵심어 동반출현확률(SO-PMI) 기법으

로 극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먼저, 동반출현확률(Point-wide Mutual 

Information)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극성 결정에 이용되는지를 살펴본다. 

동반출현확률이란 두 단어가 동시에 한 문장에 등장할 확률을 이용하여 유사

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 단어 𝑤𝑤1과 𝑤𝑤2이 있다고 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p(𝑤𝑤1)과 p(𝑤𝑤2)라고 표현하고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p(𝑤𝑤1,𝑤𝑤2)라고 한다. 동반출현확률(PM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MI(𝑤𝑤1,𝑤𝑤2) = log
p(𝑤𝑤1,𝑤𝑤2)

p(𝑤𝑤1)p(𝑤𝑤2)
 

 

우선 긍정과 부정 핵심어들을 차용하여 거시경제 관련 핵심어들을 선정하

고, 새로운 어휘가 핵심어들과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구한다. 이제 동반출현

확률을 이용하여 긍정/부정 핵심어와의 PMI 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를 SO-

PMI라고 하며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O − PMI(w) = �𝑃𝑃𝑃𝑃𝑃𝑃(𝑤𝑤,𝑝𝑝𝑖𝑖)

𝑁𝑁𝑝𝑝

𝑖𝑖=1

−�𝑃𝑃𝑃𝑃𝑃𝑃�𝑤𝑤, 𝑛𝑛𝑗𝑗�
𝑁𝑁𝑛𝑛

𝑗𝑗=1

 

 

𝑝𝑝𝑖𝑖와 𝑛𝑛𝑗𝑗는 각각 긍정적인 핵심어와 부정적인 핵심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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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항 지도 학습 방식 

 

1)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한 거시경제 심리지수 

어휘 임베딩 이후 지도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동일 극성군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지도학습 방식 가운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식을 설명한다. 

Athey and Imbens(2019)에 따라 이 방식은 분류와 회귀 분석 중 분류로 소개

한다. 분류를 위한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이 방식의 주된 핵심이다. 

감성 분석에 적용하면, 어휘를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도록 기계

를 학습시킨 후에, 새로운 어휘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경계가 가까울수록 경계선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정 경계와 자료들이 최대한 멀리 위치하는 것이 좋다.  

수식을 통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각 

어휘에 배당된 n차 특성 열벡터에 대응하는 n차 계수 열벡터14를 극소화 문

제의 결과로 계산한다. 극성군을 분류하는 문제는 결국 극소화 문제의 라그랑

지 승수를 찾는 문제로 전환된다. 정리하면, 지도학습 방식에서는 특성 열벡

터에 대응하는 라그랑지 승수 값을 결정하는 극대화 문제를 계산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성 벡터의 계수 열벡터를 위한 극대화 문제를 구성

한다.  

모든 특성 벡터 𝑋𝑋𝑖𝑖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수 열벡터를 𝜔𝜔 로, 상수를 b 

로 표시한다. 이 때 특성벡터 𝑋𝑋𝑖𝑖는 n × 1열벡터이고, 𝜔𝜔, b 도 n × 1열벡터이다. 

분석 대상의 문서가 N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계수 열벡터

                                       

14 계수 열벡터는 머신 러닝에서의 가중치, 경제학에서의 파라미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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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과 상수의 값은 아래의 극대화 문제의 해로 결정된다.  

 

min
𝜔𝜔,𝑏𝑏

∥ 𝜔𝜔 ∥2  subject to 𝑌𝑌𝑖𝑖(𝜔𝜔′𝑋𝑋𝑖𝑖 + 𝑏𝑏) ≥ 1 

 

각 단어의 극성은 위 극대화 문제의 해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극대화 문제

의 결과를 대입했을 때 𝜔𝜔′𝑋𝑋𝑖𝑖 + 𝑏𝑏값이 0 이상이면 1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

면 -1로 분류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gn (𝜔𝜔�’ 𝑋𝑋𝑖𝑖 + 𝑏𝑏�)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수 열벡터를 추정하는 문제는 개별 어휘에 적용되

는 제약 조건의 라그랑지 승수를 찾는 문제로 전환된다. 개별 어휘에 적용되

는 제약 조건의 라그랑지 승수를 𝑠𝑠𝑖𝑖 라고 하자. 라그랑지 승수는 다음과 같은 

극대화 문제의 해로 결정된다.  

 

max
𝛼𝛼

∥ �𝑠𝑠𝑖𝑖 −��𝑠𝑠𝑖𝑖𝑠𝑠𝑗𝑗𝑌𝑌𝑖𝑖

𝑁𝑁

𝑗𝑗=1

𝑁𝑁

𝑖𝑖=1

𝑌𝑌𝑗𝑗𝑋𝑋𝑖𝑖′𝑋𝑋𝑗𝑗

𝑁𝑁

𝑖𝑖=1

∥ 

 

또한 상수 b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𝑠𝑠𝑖𝑖𝛿𝛿𝑖𝑖

𝑁𝑁

𝑖𝑖=1

= 0 

 

이렇게 결정된 α와 b의 추정값을 사용하여 어휘별 특성값을 추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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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gn�𝑏𝑏� + �𝑌𝑌𝑖𝑖𝛼𝛼𝚤𝚤�𝑋𝑋𝑖𝑖′
𝑁𝑁

𝑖𝑖=1

𝑋𝑋�� 

 

위 식에서 𝑋𝑋�는 𝑋𝑋𝑖𝑖의 표본평균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추정한 어휘의 특성

값은 𝑌𝑌𝚤𝚤�가 된다. 즉, 새로운 어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위의 수식에서는 -1인

지, 1인지)가  𝑌𝑌𝚤𝚤�로 결정되는 것이다. 

 

2)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활용한 거시경제 심리지수 

기계가 자연어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를 작은 단위들로 

쪼개어 그 단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텍스트를 이루

는 문장의 구문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문장 구

성성분 분석(constituency parsing)15을 활용한다. 이 방식의 목적은 문장 구성

성분을 식별하여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들 혹은 구(phrase)들로 나뉜다. 

구는 문장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두 단어 이상의 묶음인데, 위계적 구조

를 가진 문장에서 이들은 문장 구성성분(constituents)이 된다. 문장 구성성분 

분석의 핵심은 각각의 구성 성분의 분화에 확률을 부여하여 확률적인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트리(parse tree)를 만드는 것이다.  

                                       

15 문장 내의 단어들을 명사구와 같은 구(phrase) 단위로 묶어 가면서 구조를 이루는 구문 

분석이라고 하여 구 구조 파싱(phrase structure parsing)이라고도 한다. 구문 분석의 또 다른 

기술로 의존 파싱(dependency pars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방식은 문장 내에서 단어 간

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어 사이의 의존 관계를 결정 짓는다. 본 절에서는 의존 파싱 기법은 다

루지 않는다. 



 

56 

 

 

[표 1-5] 한국어 기본문형과 1차 문장 분해 

 분해 결과 

1 주어 +                         술어 

2 주어 +                 목적어+술어 

3 주어 +                 부사어+술어 

4 주어 +                   보어+술어 

5 주어 +  목적어+필수적 부사어+술어 

 

문장 구성성분 분석은 최상위 수준인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위 단계들

로 뻗어가는 탑다운(top-down)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때는 해당 묶음을 주어(명사구)와 술어(동사구)의 두 가지로 나눈다. 

문장 형태에 따라 하위 단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문장 성분분석 트리를 그려 나가면, 전체 문장에서 시작하여 각 

문장의 단어들이 최하위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완성된다.  

표 1-5는 한국어 문장의 1차 문장 분해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

구된 문장 성분 분석 트리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된 

문장을 분석할 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어 기본 문형

을 가지고 문장을 분해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주어 그룹과 술어로 나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간단한 문장 형태

에 해당한다. 다음은 주어그룹에 목적어와 술어가 더해진 것이다. 또한 주어

에 부사어와 술어로 더해진 형태도 있다. 이번에는 보어와 술어로 서술 그룹

이 구성된 경우를 보자. 마지막으로 목적어에 필수적 부사어와 술어가 더해진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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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문장 분해 차수와 노드의 위치 

문장 분해 차수 예시 노드의 위치 

1차 문장 분해 문장=주어부+술부 첫 번째 수평선 

2차 문장 분해 주어구=형용사구+명사구 두 번째 수평선 

3차 문장 분해 형용사구=명사구+동사구 세 번째 수평선 

주: 주어부와 술부의 구분은 표 1-4를 참조할 것 

 

한국어 문장의 1차 문장 분해에 이어 더 세분화된 문장 분해를 실행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표 1-6에는 문장분해 차수와 노드의 위치가 정리되어

있다. 표 1-5에서 본 1차 문장 분해는 문장을 주어부와 술어부로 나누고 첫 

번째 수평선(위에서부터)에 노드가 위치한다. 그렇게 1차적으로 나뉜 문장은 

또 다시 분해될 수 있다. 2차 문장 분해는 주어구를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나

누는 것이며, 분해 결과로 나오는 노드는 두 번째 수평선에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차 문장 분해는 형용사구를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누는 것을 가

리킨다. 이는 세 번째 수평선에 위치한다.  

하나의 문장이 존재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문장을 분해하는 방식은 문장

의 주어 부분과 서술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주어 

Subject Group의 앞 글자를 따서 SG라고 표기한다. 이 때 주어는 하나의 단

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통틀

어 일컫는다. 문장에서 주어 그룹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서술 그룹

이 된다. 서술 그룹은 Description Group의 앞 글자를 따서 DG라고 한다. 서

술 그룹 마찬가지로 단어가 아닌 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 

그룹에 비해 서술 그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

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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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문장 성분분석 트리 예시 

 

 

그림 1-10에는 문장 성분분석 트리가 예시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나무

가 시작되는 지점의 ‘S’는 문장 전체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부실 부채에 투

자하는 전략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다’ 

라는 문장이 사용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규칙에 따라 주어와 술어로 나누었

다.  ‘S’에서 뻗어 나온 ‘SG(Subject Group, 주어 그룹)’가 바로 주어에 해당하

고, 오른쪽의 ‘DG(Description Group, 서술 그룹)’가 술어에 해당한다. 전자는 

‘부실 부채에 투자하는 전략은’을, 후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다’를 각각 나타낸다. 전체 문장을 1차 문장 분해한 

결과 하나의 주어 그룹이나 서술 그룹으로 분해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구가 

다시 여러 개 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어 

그룹은 다시 한 번 ‘부실 부채에 투자하는’ 과 ‘전략은’ 으로 나뉜다. 이런 경

우에는 ‘전략은’은 명사에 해당되므로 더 이상 하위 단계로 분석되지 않지만 

‘부실 부채에 해당하는’ 은 ‘부실 부채에’ 와 ‘투자하는’ 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한다. 결과적으로 좌측의 주어 그룹은 

‘부실 부채에’, ‘투자하는’, ‘전략은’ 이라는 총 세 개의 잎사귀로 이루어진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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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우측의 서술 그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와 ‘투자자들로부

터 주목받는다’ 라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다’

는 ‘투자자들로부터’라는 부사와 ‘주목받는다’ 라는 동사로 나뉘어 가지치기가 

완료된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는 크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가’와 ‘커질 때’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커질 때’는 동사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잎사귀가 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는 또 한 번 ‘경제 위기에 

대한’과 ‘우려가’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경제 위기에 대한’은 ‘우려’를 수식하

고 있으므로 형용사가 되고, ‘우려가’는 명사가 된다. 이로써 하나의 문장이 최

종적으로 8개의 잎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성분분석을 마치고 나면 감성 분석을 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까지의 과정은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구문론적(syntactic) 분석에 해당되는 것

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미론적(semantic) 분석이 전개된다. 텍스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별하는 일은 의미론적 분석에 해당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계

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텍스트 단위를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기계가 문장 성분분석 트리의 마지막 잎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하였으므로, 이를 가지고 극성을 판단한다. 먼저 기본적인 원

리에 대해 설명한다. 위의 예시 문장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라는 명

사구는 ‘경제 위기에 대한’ 과 ‘우려가’ 라는 두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단어들을 벡터 형태로 나타낸 것을 각각 𝐿𝐿1과 𝐿𝐿2라고 하면 이로부터 명사구

를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ℎ(1) = tanh (𝑊𝑊(1) �𝐿𝐿1𝐿𝐿2
�+ 𝑏𝑏(1)) 

 

ℎ(1)은 단어 묶음 벡터, 𝑊𝑊(1)는 가중치 행렬, 𝑏𝑏(1)는 편의를 나타내는 벡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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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𝐿𝐿1과 𝐿𝐿2는 각각 d 차원 열벡터이므로 �𝐿𝐿1𝐿𝐿2
�는 𝑅𝑅2𝑑𝑑에 속하는 값이 된다. 마

찬가지로 ℎ(1)과 𝑏𝑏(1)은 d 차원 열벡터, 𝑊𝑊(1)는 d × 2d 행렬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라는 명사구는 단어 벡터 공간 상에 위치하게 되고 개별 단어 

대신 단어의 묶음을 활용하여 감성 점수를 매긴다. 또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와 ‘커질 때’ 를 합하여 상위의 단어 묶음 벡터를 생성한다. 후자를 d 

차원 열벡터 𝐿𝐿3라고 하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는 d차원 열벡터

인 ℎ(1)과 𝐿𝐿3를 투입 변수로 하는 새로운 ℎ(2)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장 전체를 단어 벡터 공간 상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벡터

를 softmax 층에 넣음으로써 문장에 대한 감성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문장 성분분석 트리 구조에서 하나의 잎은 노드에 해당한다. 그런데 

트리 구조의 형태상 하위 계층에 나타나는 노드와 상위 계층에 나타나는 노

드가 존재한다. 이 때 하위 계층의 노드를 ‘자식 노드(child node)’라고 하고, 

자식 노드들이 모여 구성하는 상위 계층의 노드를 ‘부모 노드(parent node)’라 

한다. 재귀 신경망에서는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자식 노드에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부모 노드에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제 위에서 구한 단어 묶음 벡터를 가지고 텍스트의 감성 점수를 도출한

다. 단어 벡터는 최적화 문제의 파라미터(parameter)로 기능하며, 위에서 설명

한 분류 방식에서 투입(input)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성 벡터에 해당된다. 

즉 위의 분류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단어가 관측치인 특성 벡터에 해당되고 

극성이 레이블에 해당된다. 감성은 가장 부정적인 것을 -2로 하고 가장 긍정

적인 것을 +2로 두어 총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여기에서는 분류 방식을 사

용하며 구체적으로 소프트맥스 분류기(softmax classifier)를 사용한다. 단어 묶

음 벡터를 softmax 층(layer)을 거치도록 하여 감성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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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분류를 위해서 각 단어의 극성에 대한 사후적 확률을 계산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단어 벡터 𝐿𝐿3을 활용한다. ‘커질 때’ 라는 단

어는 벡터 공간 상에서 𝐿𝐿3로 쓸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 벡터가 어떤 극성

을 가지는지 계산한다. 

 

𝑦𝑦3 = 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𝑚𝑚𝑠𝑠𝑥𝑥(𝑊𝑊𝑠𝑠𝐿𝐿3) 

 

좌변의  𝑦𝑦3은 ‘커질 때’라는 단어가 특정한 극성을 가질 사후적 확률을 나

타낸 것이고, 우변은 극성을 나타낸 행렬과 대상이 되는 단어를 활용하여 분

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 𝑊𝑊𝑠𝑠는 극성이 표시된 5 × d 행렬을 나타낸다.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문장 성분을 구분하여 각각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한 뒤에는 해당 단어에 대응되는 감성 값들을 이

용하여 문장 전체의 감성을 판별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위의 문장 성

분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문장에 극성을 부여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극성 

값 도출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예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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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재귀적 신경망 극성 값 도출 방법 

극성 값 

부여 원칙 
각 노드의 가중치를 1/2로 부여(가중치는 변경 가능) 

극성 값 

계산 원칙 

가중 평균 구한 값이 정수일 경우 그대로 사용 

가중 평균 구한 값이 정수가 아닐 경우 절대값을 반올

림 

 

표 1-7에는 극성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쓰여있다. 먼저 극성 값은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부여되며 각 노드들이 가지는 극성 값은 사전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부모 노드의 극성 값을 계산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식 

노드 두 개의 극성 값에 각각 1/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로 구성된 부모 노

드의 가중치를 구한다. 이 때 가중치는 연구자에 의해 1/2 이외의 값으로 변

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1/2로 부여되어 자식 노드의 값이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한다. 만약 자식 노드의 가중 평균을 구한 값

이 정수일 경우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식 노드의 극성 값이 

각각 -1과 1이라면 부모 노드의 극성 값은 0이라는 정수가 된다. 하지만 자식 

노드의 극성 값이 -1과 0으로 가중 평균을 구한 값이 -0.5가 되어 정수가 아

닌 값이 나올 때에는 절대값을 반올림한 값인 -1을 사용한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모든 노드의 극성 값은 -2에서 2 사이의 다섯 개 정수 값으로 결정

되고, 최종적으로 주어 그룹(SG)과 서술 그룹(DG)의 극성 값이 결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그룹의 극성 값의 가중 평균을 구한 값이 문장 전체의 극성 

값으로 결정된다. 정리해보면 재귀적 신경망 방식에서 극성 값을 결정할 때의 

특징은 단어가 아닌 문장 전체에 극성이 부여된다는 것과 자식 노드를 두 개

씩 짝지어서 부모 노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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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극성 값을 부여한 재귀적 신경망 예시 

 

 

그림 1-11은 실제 문장에 극성 값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하단 잎에 

-2부터 +2까지 총 다섯 단계의 감성 정도를 매긴다. 부정적인 단어는 음수, 

긍정적인 단어는 양수, 중립적 의미의 단어는 0을 부여하며, 절대값이 커질수

록 부정 혹은 긍정의 정도가 크다. ‘부실 부채’는 부실하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인 감성이 느껴지므로 -1을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역시 -1을, 

‘우려’라는 단어도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1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총 8개의 말단 노드에 극성을 부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부모 노드

의 극성 값을 계산한다. 위의 원칙에 따라 부모 노드의 극성 값을 구하면 서

술 그룹의 극성 값은 -1이 된다. 서술 그룹 역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가 -1의 극성 값을,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다’가 0의 극성 값을 가

지므로 결과적으로 -1이 된다. 따라서 주어 그룹과 서술 그룹의 극성 값 -1을 

가중 평균을 계산하면 문장 전체의 극성은 -1이 된다. 위 그림에서는 가중치

를 1/2로 부여한 상황이나 다른 방식16으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16 노드 두 개 중 앞부분이 긍(부)정이면 FP(FN), 뒷부분이 긍(부)정이면 BP(BN)으로 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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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사(문장 단위) 

 

 

마지막으로 그림 1-12를 통해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하여 기사를 분석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재귀적 신경망 분석은 단어 단위가 아닌 문장 단

위로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기사의 단어 대신 문장들의 극

성을 판별하였다.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심리지수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거시

경제 심리지수는 ‘경기 변동성’, ‘경제 위기’, 그리고 ‘경기 위축’ 이라는 세 가

지 단어를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표현들이라고 보았다. 재귀적 신경망 분석 결

과 위의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들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심리지수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은 재귀적 신경망

방식의 분석이 유일했다. 물론 이것을 검증하려면 훨씬 많은 기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해야 하겠지만, 우선 간단한 텍스트를 예시

로 살펴보았을 때도 이미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컨텐츠 분석 도구들이 거시경제에 관한 심리지

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 가지의 평균을 구한다. FP평균값/BP평균값으로 긍정 극성의 값을 정하고, FN/BN으로 부정극

성 값을 정한다. 두 비율의 산술평균이 가중치의 비율이 되도록 가중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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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절 다른 경제심리지수의 사례 

 

미디어를 사용하여 경제 주체의 비관정도를 측정하는 비관지수가 경제 상

황을 잘 반영하는 지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심리지수들과 비

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절에서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비

관지수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그리고 뉴스심리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앞 절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작성한 비관지수와 비교한다. 여기에서 밝힐 

점은 기술적인 한계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재귀적 신경망 방식으로 

작성한 비관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의 추이

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엔진 기반의 비관지수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비교

분석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대체하여 비교하는 작업

을 한다. 새로운 지수는 경제주체의 심리보다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에 드러난 부정과 긍정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이를 거시경제 

비관지수로 부른다. 뉴스심리지수는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비롯한 다른 사전

적 방식으로 작성한 지수와 비교한다. 

먼저 첫 번째 인터넷 검색 엔진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정보습득 경로에

서 거시경제 비관지수와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정

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비록 긍정과 부정이라는 감성을 기준으로 도출된 

지수는 아니지만 대중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에 등장하는 어휘를 사용해서 만

들었다는 점에서 도출 방식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뉴

스심리지수는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와 작성 방식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경제

적 함의가 다르다. 이렇게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가진 지수들끼리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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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정보습득 방식에 따른 비관지수 비교 

 

제１항 정보습득 경로의 차이와 거시경제 심리지수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8년 기준 95.9%로 전 세계 평균인 58.8%에 비

해 훨씬 높은 수준17이다. 신문이나 뉴스만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정

보를 습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하는 경로에 따라서 거시경제 심리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그림 1-13의 주황색 실선은 인터넷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작성한 비관지수

이고, 파란색 실선은 미디어에 노출된 단어로 작성한 비관지수이다. 자료의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이다. 구글 트렌드18에서 제공하고 있

                                       
17  출처 : Internet World Stats, 닐슨 온라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8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 구글 ’ 의 검색어 트렌드를 알려주는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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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색량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경제 비관지수를 작성하되, 방식은 앞에서 한

국언론재단 자료로 미디어 기반 거시경제 기반지수를 구한 것과 동일하게 하

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거시경제 관련 어휘-불황, 경기침체-가 검색어로 

등장한 횟수에서 긍정적인 거시경제 관련 어휘-호황, 경기회복-가 등장한 횟

수를 뺀 차이를 이용하여 거시경제 비관지수를 구성하였다.  

그림을 보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비관지수와 인터넷 검색엔진을 기반으

로 한 비관지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엔진

을 기반으로 한 비관지수는 변동 폭과 빈도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경제주체

들은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검색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것이 사건 중심적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디어보다 지속되는 기간이 짧고, 검색하는 행동이 집

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２항 불확실성 지수와 거시경제 심리지수 

 

본 절에서는 위에서 구한 비관지수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와 비교한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란 Scott Baker, 

Nicholas Bloom, Steven Davis(2016)에서 개발한 신문기사 언급 빈도를 통해 

측정한 새로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국과 유럽의 재정 정책, 규제,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위기를 더욱 심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

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의 역할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결과 경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네이버의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에서
도 주제어에 대한 검색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의 기간이 2016년 1월부터인 관계로 
거시경제 비관지수 작성 시에 사용하지 않았다.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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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불확실성 지수가 만들어졌다. 지수를 만드는 방식은 특정한 단어를 포

함하는 기사의 개수를 더하는 것인데, 이 때 포함되는 단어와 대상이 되는 신

문사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국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여섯 개의 신문19-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각 신문

에서 불확실함 혹은 불확실, 경제적, 경제 혹은 통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모두 더했다. 그리고 정책 관련된 용어로는 ‘정부’, ‘청와대’, ‘국회’, ‘당

국’, ‘입법’, ‘세금’, ‘규제’, ‘한국은행’, ‘중앙은행’, ‘적자’, ‘WTO’, ‘법률/안’ 혹은 ‘기

획재정부’를 정하고 정책 관련된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더

했다. 

그 후에는 각 신문사마다 위의 방법으로 더한 기사의 합을 월 별 총 기사

의 수로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이 이어졌다. 다시 신문사 별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비율을 1995년부터 2014년 사이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하고, 이의 평균

값을 구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불확실성 지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 1

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의 값에 평균 100만큼을 곱하여 크기를 재조정하였

다. 한국의 불확실성 지수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평균 100을 상회하는 불확실성 지수

를 위에서 구한 비관지수와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하였다. 199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이에 대해 

표준화한 값을 그림 1-14에 나타냈다.  

                                       
19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은 1995년부터 포함되었으며 동아일보는 2016년 8월까지만 포

함되었다. 



 

69 

 

[그림 1-14] 거시경제 비관지수와 불확실성 지수의 비교 : 한국 

 

그림 1-14를 보면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들어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1990년대에는 불확실성 지수가 높은 시기에도 그 값이 1을 상회하는 정도

였으나, 2003년과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적자 위기, 그리고 2016

년 말 불확실성 지수는 2를 넘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비관지수와 불확실성 

지수를 함께 살펴보면 대체로 비관지수가 높은 시기에 불확실성지수도 높은 

값을 보인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두 지수가 유사하게 변동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불확실성 지수가 3을 넘는 급격한 증가 

양상을 띠었으나 비관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2

년 유럽 재정적자 위기 당시에는 두 지수가 모두 높은 값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재정적자 위기 이후 불확실성 지수는 빠르게 감소한 것에 비해 비관

지수는 한동안 높은 값을 유지했다. 각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불확실성 지수는 

감소할 수 있었지만 일반 경제주체가 느끼는 불황의 여파는 훨씬 깊고 길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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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거시경제 비관지수와 불확실성 지수 

 

이번에는 두 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산포도를 그려보았다. 대체

적으로 비관지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지수도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불확실성 지수에 대해 거시경제 비관지수가 동일한 값을 가

지는 있어서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비관지수가 1

을 넘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 불확실성 지수 역시 대부분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관지수가 -1보다 작은, 거시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 지수도 0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 상황이 아주 좋거나 나쁜 경우에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정도도 이에 따라서 낮거나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 정책 불

확실성 정도는 거시 경제 상황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지만, 경제 상

황과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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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항 뉴스경제심리지수와 거시경제 심리지수 

 

마지막 항에서는 거시경제심리지수와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뉴스심리지수의 

특성을 설명한다. 한국은행에서는 2021년 4월, 국내 50개 매체의 경제 기사를 

감성 분석하여 뉴스심리지수를 공표하였다.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뉴스 센티먼트 인덱스’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뉴스 센티먼트 인덱스 역시 미국 16개 신문의 경제 기사를 활용하여 경제심

리를 작성한다.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하루 평균 1만 개의 

문장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방식을 활용한다. 거시경제 심리지수는 전체 기사

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사에서 어휘를 찾는 작업 대신 

문장의 긍정 혹은 부정을 판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거시 경제심리지수를 

도출할 때도 문장을 ‘긍정’, ‘부정’, ‘중립’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 더

해 감성이 판별된 각 문장에 +1, -1,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한국은행 뉴스심리

지수는 긍정 문장의 개수에서 부정 문장의 개수를 빼고 이를 긍정 문장과 부

정 문장 개수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뉴스심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당일 뉴스 기사에 긍정적인 문장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 부정적인 문장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50개가 

넘는 언론사의 경제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문장 단위의 감

성을 도출한다. 이 때 문장의 감성을 기업과 소비자라는 주체로 구분하고 또

한 국내와 해외 이슈로 구분한다. 지수를 작성할 때는 ‘국내’와 ‘기업’에 해당

하는 문장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던 경제심리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거시경제심리지수 역시 경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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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문장 단위로 감성을 도출한다. 두 방식 모두 전체 기

사의 문장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서 감성 분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이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와 작성 방식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 사이에

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거시경제 심리지수는 민간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시경제 심리지수의 변동

성이 뉴스 심리지수의 변동성보다 작게 나타난다. 또한 뉴스심리지수는 일별

로 기록되어 사건 발생에 따른 경제심리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뉴스심리지수는 주요 경제심리지표(CCSI, ESI, CSI, BSI 등)와 

실물 지수(GDP 등)가 발표되기 1~2개월 전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월별로 통계를 내는 지표들에 비해 즉각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반면 거시경제심리지수는 월별로 작성되어 보다 장기적인 심리 변

화를 나타낸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거시경제심리지수가 더 현실

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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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방법론에 따른 뉴스 감성분석 결과 비교 

 

 

 

그림 1-16은 다양한 지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사전 형식과 재귀

적 신경망 형식(RNN), 그리고 기타 지수(뉴스심리지수(NSI), 불확실성지수

(EPU))로 나눌 수 있다. 사전 형식에 해당하는 HIV, LM, LIWC는 각각 하버드 

심리사전, Loughran-McDonald의 경제 분야 사전, 그리고 감성을 보다 세분화

해서 분석한 심리학적 영어 글분석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대상 기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며, 지수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매체는 지수 별로 상이하다. 뉴스심리지수와 

불확실성지수는 이미 계산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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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를 두고 각각의 방식으로 값을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 월 초, 

중순, 그리고 말에 각각 한 개의 뉴스 기사를 무작위로 뽑아서 평균을 내어 

월별 지수를 구하였다. 기사는 경제 기사 외에 다른 기사를 포함하여 선택하

였으며 휴일도 모두 포함시켰다.  

사전 방식으로 작성된 것과 재귀적 신경망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비교해보

자. RNN은 HIV, LIWC와는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3월에 비관정도가 

낮았다가 5월에 높아지고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나 이후 9월에 다시 비관

지수가 높아지고 이후에 감소하고 있다. LM은 일반적인 의미의 부정, 긍정이 

아닌 경제금융 분야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어휘들을 기준으로 감성을 판단하

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일반적

인 어휘로부터 긍정과 부정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LM은 뉴스기사를 통한 거

시경제 추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관련된 다른 지수들과 비교해보면, NSI는 3월에 비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3월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확정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EPU와 RNN은 분석 기간 중 5월에 더 높은 

비관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부터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나타나 경제주

체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재귀적 신경망 방식과 뉴스심리지수는 문장 전체의 감성을 파악하고 있지

만 단어 개수로 비관지수를 도출하는 다른 방식들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과도하게 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락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가 문장 내에서 사용된 경우 비관지수의 값은 

커지겠지만 이는 경제심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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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결론 

 

제１항 연구 결과 요약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소비

자 신뢰지수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 

신뢰지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여 작성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는 전국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이렇듯 위의 지수들은 실사하여 작

성한 것으로, 본 장에서 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뉴스미디어에 담

긴 메시지로부터 추론된 정보처리과정을 반영한 지수와 실사를 통해 작성된 

지수는 그 방식뿐만 아니라 함의하는 바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된 경제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장

에서 다루고 있는 재귀적 신경망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어휘 개수로 지수를 정하여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과

도하게 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는 민간경제주체의 심리 변화

를 급변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문장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

여 어휘가 아닌 문장을 단위로 감성을 판별하게 되면 기저 심리를 비교적 정

확하게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주체들이 접하는 뉴스 미디어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시간 흐름에 따른 비관정도를 어

느 정도 정확하게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했을 때,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던 시점인 2020년 3월 경에는 비관

지수가 높지 않고, 수도권 집단 감염이 가시화된 2020년 5월에는 비관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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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기술적인 요인과 자료에의 접근성으로 인해 재귀적 신경망 방식으로 작성

한 비관지수는 코로나 이후 시기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비관지수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

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넓혀 보다 긴 시간을 포함하는 지수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미디어에 있어서도 현재는 한 달

에 세 개의 기사를 선정하여 비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많은 경제 주체가 

실제로 접하는 기사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경제주체가 미디어로부터 정

보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

과 대상 뉴스 기사를 확장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분석 대상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뉴스 기사를 일별로 수집하여 재귀적 신

경망 방식에 따른 지수를 완성하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성한 지수들과 

비교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지수 작성 방식에 따른 차이가 텍스트 

분석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분석의 관점에 따라 어떤 방식

의 감성분석이 적절한지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한국의 뉴스기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

스 기사에도 적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자료를 사용

한 기존 연구들은 사전 방식에 따라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감성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경제학은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뉴스 미

디어를 통해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현재 

거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 영향 평가 등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77 

 

참고문헌 

 

Baccianella, Stefano, Andrea Esuli, and Fabrizio Sebastiani. (2010). 

"SentiWordNet 3.0: An Enhanced Lexical Resource for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LREC. Vol. 10. 

Baker, Malcom, and Jeffrey Wurgler, (2006). Investor sentiment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e, 61(4), 1645-

1680. 

Baker, Malcom, and Jeffrey Wurgler, (2007). Investor sentiment in the 

stock marke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2), 129-151. 

Baker, Scott R., Bloom, Nicholas., and Davis, Steven J. (2016).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593-1636. 

Charles Kadushin, Joseph Lovett, and James D. Merriman. (1968). 

Literary analysis with the aid of the computer, Review Symposium,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2(4), 177-202. 

Esuli, A.; Sebastiani F. (2006). SENTIWORDNET: A Publicly Available 

Lexical Resource for Opinion Mining, Proceedings of LREC, 417-442.  

Fellbaum, Christiane. (2005). WordNet and wordnets. In: Brown, Keith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Second Edition, 

Oxford: Elsevier, 665-670. 

Garcia, Diego. (2013). Sentiment during recessions, Journal of 

Finance, 68(3), 1267-1300. 

George, Psathas. (1969). The General Inquirer: Useful or Not?,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3(3), 163-174. 

Lee, Y., Kim, S., and Park. K. (2019). “Deciphering Monetary Policy 

Board Minutes through Text Mining Approach: The Case of Korea,” 

BOK Working Paper 

Lee, Chang Hwan., Kim, Kyung Il., Lim, Jeong Sub., Lee, Yoon Hyoung. 

(2015). Psychological Research using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LIWC) and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KLIWC) 



 

78 

 

Language Analysis Methodologie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16(2), 

132-149. 

Liu, Bing. (2012).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Synthesis 

Lectures on Human Language Technologies, Morgan & Claypool 

Publishers, San Rafael, Calif.,  

Liu, Bing. (2015). Sentiment Analysis: mining sentiments, opinions, 

and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ng, Bo., Lee Lillian. (2010).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Pyo, D. and Kim J. (2017).  News Media Sentiment and Asset Prices : 

Text-mining approach, KIF Working Paper. 

Shiller, Robert. (2000). Irrational Exuber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USA 

Shiller, Robert. (2013). Speculative Asset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4(6), 1486-1517. 

Stone, P. J., D. C. Dunphy, and M. S. Smith. (1966). The general 

inquirer: A computer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MIT Press. 

Tetlock, C. (2007). Giving content to investor sentiment: The role of 

media in the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e, 62(3), 1139-1168. 

Kim, Soohyon and Lee, Young Joon and Shin, Jinyoung and Park, Ki 

Young. (2019). 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for 

Economic Analysis). Bank of Korea Working Paper. 

박기영, 고정원. (2019). 머신 러닝을 이용한 경제분석, 한국경제학보 

26(2): 367-408 

윤택. (2017). 설득의 경제학. 박영사. 

이창환, 윤애선, 심정미. (2005). 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심리학적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KLIWC)’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인지과학회 16(2), 

93-121 

Hariom Gautam medium. (2020.09.24). URL: 

https://medium.com/@hari4om/word-embedding-d816f643140 

 

 



 

79 

 

제２장 주가수익률의 레짐스위칭 감성 모형 

 

제１절 서론 

 

경제주체의 제한적 합리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불확

실한 미래를 고려한경제주체의 선택문제를 전망이론으로 설명한 Kahneman, 

Tversky(1979)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Sims(1998, 2003)는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로 인해 경제 주체가 모든 가용정보

를 결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합리적 부주의 이론을 주장했다. 여기서 한 단

계 더 나아가 Koszegi, Rabin(2006)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의 선택을 준거점 의존 선호 모형으로 설명했다. Woodford(2012) 역시 경제

주체는 선택 대상에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결정 과정에서 이 가치들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음으로는 주가수익률의 레짐스위칭 감성모형의 미시적 기초가 되는 이론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레짐스위칭 모형을 사용하는 만큼, 

서로 다른 상태(state)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에 따라 실증분석 과정

에서도 호황과 불황 시기를 나누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경기 순환에 대한 뚜렷한 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먼

저 경기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 동일한 추정 과정을 

거쳤다. 총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호황

과 불황 시기를 차용하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결정된 경기 순

환을 차용하는 것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통계청에서 결정하는 경기 순환

은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당시 투자자들이 감지하는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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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은 레짐스위칭 추정 결과 정해진 확

률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경제에 호황과 불황 두 개

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비관지수가 높은 상태를 불황이라고 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신뢰구간추정방식을 사용하여 두 시기를 구분하였다. 신뢰구

간을 특정 값으로 만드는 임계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특정 기의 비관지

수가 해당 값 이상이면 경제가 ‘불황’을 겪은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비관지수

가 이 값보다 작으면 불황이 아닌 것으로 설정했다. 추정 결과 레짐스위칭 추

정 방식과 신뢰구간추정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호황과 불황 시기의 구분이 거

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경기 순환을 정하고 각 상태에 따라 비관지수가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호황기에는 비관지수가 0.01bp만큼, 불

황기에는 -0.6bp 만큼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arcia(2013)가 진행한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경제 상태가 좋을 때에 비해 나쁠 때 뉴스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것이 주가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 순환 구분 방

식에 따라 추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레짐스위칭 방식과 신

뢰구간추정방식은 동일한 값이 나온 반면, 통계청 구분 기준을 사용하면 비관

지수가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방향과 크기가 모두 상이하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뉴스 내용이 수익률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실증 분석연구는 이전부터 진행

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Garcia(2013)외에도 Tetlock(2007) 역시 뉴스 

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논조가 강할 경우 주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Boyd, Hu, Jagannathan(2005)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

는 실업률에 대한 뉴스가 주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팽창기와 수축기를 구분하여 팽창기에는 높은 실업률 뉴스가 주식 가격을 올

리고 수축기에는 떨어뜨린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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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공헌은 경기 순환에 따라 뉴스 미디어의 부정적인 표현에 대한 

노출 정도가 주식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모형으

로 밝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이 호황과 불황일 때를 

나누어서 뉴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주식초과수익률이 감소하

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미시적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레짐스위칭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론 모형을 다루며, 여기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한 

투자자 정보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

자자 포트폴리오 선택 과정을 보이고 3절에서는 도출한 모형의 현실 설명력

을 검증하는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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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제한적 합리성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 

 

제１항 인지함수와 투자자 정보처리 과정 

 

이번 절에서는 상황조건부 제한적 합리성에 대해 설명한다. 상황조건부 제

한적 합리성이란 경제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적 합리성은 Sims(2003)에서 말

하는 것처럼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로 새롭게 접하는 모든 정보를 결정에 반

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Sims(2003)의 합리적 부주의와 관련이 있다. 또한, 

Woodford(2012)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각 능력의 정확도에 대한 정신물리학

적이고 신경생물학적인 증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물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실험 결과 물체의 지각은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20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따라 거시경제 상

황에 따라 경제 주체가 인지하는 주식 시장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인

다. 그러나 Woodford(2012)에서 reference-dependent choice를 이용하여 조

건부 제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인지함수를 이용하

여 거시 경제 상황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설명한다.  

투자자가 인지함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실

제 상황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는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둘로 나뉜다.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수집 및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비용을 감

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증권사의 정보처리능력은 

                                       
20 ‘Perceived brightness depends on the contrast between an object’s luminance and 

the background level of luminance to which the eye has adapted, rather than on the object’
s absolute level of 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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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증권사는 거시경제 상황을 관측하고나서 

이를 바탕으로 투자전망분석을 실시한다. 이 때 거시경제 상황에는 증권시장

의 거래량과 주식가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증권가격을 추정하게 되고 이것이 투자전망분석 보고서에 요약된다. 투자전망 

보고서에 담긴 정보는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도 있고, 혹은 뉴스 미

디어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의 투자전망 보고서를 사용

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더해 두 가지 가정

을 추가한다. 먼저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률 뉴스의 내

용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위험 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변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즉 F = 𝐹𝐹−1이 된다.) 

증권사가 보고서에서 예상증권가격을 공표하면 개인 투자자는 이를 사용하

여 예상초과수익률과 예상초과수익률 괴리율을 구할 수 있다. 예상초과수익률

은 예상증권가격과 다음 기 예상 배당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

된 예상초과수익률을 수익률 뉴스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는 정보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익률 뉴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증권사가 정보처리과정의 결과로 

도출하는 예상증권가격을 목표주가라고 한다. 증권사의 다음 기 목표주가를 

𝑃𝑃′라고 하면 수익률 뉴스를 목표주가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리서치보고서

에는 목표주가 외에 배당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다음 기 예상배당소득을 𝐷𝐷′라고 표시할 수 있다. 무위험 수익률은 

시점에 따라 불변하는 상수로 가정한다. 다음 기 목표주가와 예상배당소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1기 선행 예측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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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선행 예측치 =
𝑃𝑃′ + 𝐷𝐷′

𝑃𝑃
− 𝐹𝐹 

 

다음 기 주식 보유로 인한 총소득은 목표주가와 예상배당소득의 합이 되고, 

이를 이번 기 주식가격으로 나누면 이는 주식의 총 수익률이 된다. 여기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면 이번 기에 예측한 다음 기의 예상초과수익률이 된다. 

이번 기에 실현된 초과수익률을 ∆, 다음 기에 실현될 예상 초과수익률을 ∆′이

라고 한다. 다음 기에 실현될 예상초과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번 기 증권사

가 분석한 목표주가 𝑃𝑃′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기의 수익률을 예측할 

때는 적응적 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익률 뉴스는 증권사의 실제 수익률 예측력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증권

사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주가를 예측하지만 실제 값과 목표주

가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에 목표주가 괴리율을 공시할 것을 의무

화하고 있다. 모형에서는 증권사가 목표주가 역시 표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의무화한 목표주가 괴리율21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실에서 목표주가 괴리율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사의 수익률 예측력은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장의 모형에서는 이번 기에 접한 초과수익률 

뉴스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𝑁𝑁 = ∆′ + 𝜀𝜀 (２-1) 

 

                                       
21  목표주가(통상 1년 후 예상주가)와 대상기간 중 실제 주가와의 차이 비율로서 마이너스 

괴리율은 목표주가 미달(실제주가<목표주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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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과 ∆′은 각각 초과수익률 뉴스와 다음 시점에 실현될 초과수익률을 나타

내며, ε은 수익률 뉴스의 오차를 가리킨다. 이전 기에 접한 초과수익률 뉴스

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𝑁𝑁−1 = ∆ + 𝜀𝜀−1 (２-2) 

 

N−1은 이전 기의 초과수익률 뉴스를 나타내며, 이는 이번 기에 실현된 수

익률 뉴스 ∆와 예측오차 𝜀𝜀−1로 이루어져 있다. 즉 뉴스를 통해 얻는 초과수익

률은 실제로 실현된 값과 정확하게 같지 않고 일부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초과수익률의 값은 뉴스를 접하기 전과 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

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인 괴리율을 정의한다. 괴리율은 초과수익률의 

뉴스값과 뉴스 이전의 초과수익률의 차이를 뉴스 이전의 초과수익률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즉, 수익률 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

로 볼 수 있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𝐻𝐻 =
𝐸𝐸 �∆′�𝑁𝑁� − 𝐸𝐸[∆′]

𝐸𝐸[∆′]
 (２-3) 

 

괴리율 H가 0보다 크면 뉴스에서 높은 초과수익률을 예측한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뉴스 이전에 비해 낮은 초과수익률을 예측한 것이다. 결국 H는 기대 

수익률로부터 수익률뉴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괴리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경제 주체가 뉴스를 보

고 괴리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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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 괴리율 계산 과정 

 

 

앞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서 주식 거래가 시작되기 ‘이전’에 수집

된 뉴스정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직전 기에 접한 정보를 관측하면서 투자자

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사에서 마주한 단어들을 그룹화하는 것이다. 먼

저 기사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나눈다. 만약 투자자들

이 뉴스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접했다면, 이들은 현재 거시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뉴스에서 ‘높은 실업률’이나 ‘가계 부채 

사상 최고치’ 등의 표현을 접했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경제 상태가 하락세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접하므로 한 달 동안

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이번 달 뉴스의 어조가 긍정적이었는지 혹은 부정적이

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어휘가 긍정적인 어휘에 비해 자주 

등장했다고 생각되면 해당 달의 어조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Netting). 마

지막으로 텍스트 형태로 입력된 뉴스 정보는 수치 정보로 전환되어 기억 속

에 저장된다. 이제 이 수치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는 거시 경제의 상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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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초과수익률 뉴

스 N자체는 어떠한 평가도 담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변수이지만, 괴리율 H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값이다.  

이번에는 비관지수에 대해 설명한다. 수익률 뉴스의 내용에 대한 개인투자

자의 평가는 투자자의 심리상황에 의존한다. 투자자의 심리상황은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투자자의 심리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를 작성할 수 있

는 것으로 가정한다. 투자자의 심리상황은 뉴스미디어로부터 포착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성으로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에 나타난 긍정과 부정 

표현의 횟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Tetlock(2007)과 

Garcia(2013)에서 사용한 투자자 심리지수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해를 돕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한다.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

망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는 보도를 했다면, 투자자들은 ‘하향 

조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비관지수 K 

는 긍정적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

내는 변수로, 분석의 편리함을 위해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된 횟수에서 긍정적

인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뺀 차이로 정의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

제 전문가가 아니다.22 이들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거나 체

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다.  

 

                                       

22 Shiller(2014)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who is not smart money, peopl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not systematic, not engaged in research, buffeted by casually 

encounte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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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 투자자의 인지 함수와 정보 업데이트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가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림 2-2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T

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괴리율 

H를 접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수익률 뉴스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토대로 

총 수익률에 대한 조건부 분포를 수정한다. 괴리율을 사용하여 미래 수익률에 

대한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수정된 믿음은 위험증권 투자액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증권시장의 균형가격에 다시 영향을 준다. (T-1)기에는 수익률 

뉴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 투자자

가 기존의 선험적 정보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은 뉴스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이는 위험증권 

투자액을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일련의 과정은 투자자들이 정보를 받아

들여서 이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다음 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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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괴리율은 이전 기의 비관지수를 관측한 후에 결

정된다. 여기에서는 괴리율과 비관지수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인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드

러난다. Honda, Yamagishi(2017)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성을 띤 언어적 

표현들은 그러한 표현을 수신한 당사자로 하여금 발화자의 기준점을 추론하

게 만든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뉴스에 포함된 경제 상

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단어들을 보고 다음 기 초과수익률이 뉴스 이

전에 형성한 초과수익률(기준점)에 비해 좋은지 나쁜지를 추측한다는 것과 일

맥상통한다.  

또한, 경제 주체가 비관지수를 통해 괴리율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자

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스를 통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긍정적이고 증

권시장이 호조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한 투자자는 다음 기 기대 초과수익

률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대 초과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대한 문

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는 모든 경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대신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적당한 값을 도출하게 된다. 가령 ‘다음 기에

는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고 주식 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투자자는 괴리율을 10% 정도로 추계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 기 예상 초과수익률을 예측할 때 이번 기 초과수익

률의 예측치에 예측오차와 반응계수의 곱을 더해서 구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

내면 아래와 같다.  

 

 𝐸𝐸 �∆′�𝑁𝑁� = 𝐸𝐸[∆|𝑁𝑁−1] + 𝜃𝜃(𝑁𝑁 − 𝐸𝐸[∆|𝑁𝑁−1]) (２-4) 

 

1기 선행 예측치의 기간 간 변화는 위와 같이 결정된다. 이제 위 식을 이용

하여 1기 선행 예측오차를 결정하는 식을 도출한다. 이번 기 수익률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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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 𝐸𝐸 �∆′�𝑁𝑁� = (1 − 𝜃𝜃) �∆′ − 𝐸𝐸[∆|𝑁𝑁−1]� − 𝜃𝜃𝜀𝜀 (２-5) 

 

위 식에서 ∆′는 다음 기에 실제로 실현될 값이고 𝐸𝐸[∆′|𝑁𝑁]는 1기 선행 예측

치이므로 둘의 차이는 1기 선행 예측오차가 된다. 이번 기에 계산한 다음 기 

선행 예측치를 구하려면 예측오차의 반응계수를 알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반

응계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의 예측오차 식에서 우변 두 항이 서

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위의 예측오차의 분산을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𝑉𝑉𝑉𝑉𝑅𝑅 �∆′�𝑁𝑁� = (1 − 𝜃𝜃)2�𝑉𝑉𝑉𝑉𝑅𝑅(𝑃𝑃) + 𝑉𝑉𝑉𝑉𝑅𝑅(∆|𝑁𝑁−1)� + 𝜃𝜃2𝑉𝑉𝑉𝑉𝑅𝑅(𝜀𝜀) (２-6) 

 

여기에서 𝑃𝑃 = ∆′ − ∆ 을 나타낸다. 또한, 𝑃𝑃과 현재시점에서의 1기 선행 예

측오차 사이의 공분산이 0이라고 가정한다. 예측오차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반

응계수 𝜃𝜃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𝜃𝜃 =
𝑉𝑉𝑉𝑉𝑅𝑅(𝑃𝑃) + 𝑉𝑉𝑉𝑉𝑅𝑅(∆|𝑁𝑁−1)

𝑉𝑉𝑉𝑉𝑅𝑅(𝑃𝑃) + 𝑉𝑉𝑉𝑉𝑅𝑅(∆|𝑁𝑁−1) + 𝑉𝑉𝑉𝑉𝑅𝑅(𝜀𝜀)
 (２-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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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 

 

투자자 효용은 미래 자산에 대한 기대치와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 미래 자

산에 대한 기대 값이 클수록 투자자의 효용은 커진다. 반면 미래 자산에 대한 

분산이 클수록 투자자 효용은 감소한다. 𝐸𝐸(𝑾𝑾′)는 투자자의 미래 자산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𝑉𝑉𝑉𝑉𝑅𝑅(𝑾𝑾′)는 조건부 분산을 나타낸다. 투자자의 위험 기피정

도를 𝜏𝜏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 

 

 𝑈𝑈 = 𝐸𝐸(𝑊𝑊′) − (
𝜏𝜏
2

)𝑉𝑉𝑉𝑉𝑅𝑅(𝑊𝑊′) (２-8) 

 

이러한 형태의 효용함수는 포트폴리오 모형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기간 간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𝑊𝑊𝑡𝑡+1 = 𝑅𝑅𝑡𝑡+1𝐷𝐷𝑡𝑡 + 𝐹𝐹𝑡𝑡(𝑊𝑊𝑡𝑡 − 𝐷𝐷𝑡𝑡) (２-9) 

 

예산제약식을 식 (2-9)에 대입하면, 투자자의 효용을 위험 증권에 대한 투

자액 D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𝑈𝑈 = (𝑊𝑊 −𝐷𝐷)𝐹𝐹 + 𝐸𝐸(𝑅𝑅′)𝐷𝐷 − (
𝜏𝜏
2

)𝑉𝑉𝑉𝑉𝑅𝑅(𝑅𝑅′)𝐷𝐷2 (２-10) 

 

위 식에서 𝐸𝐸(𝑅𝑅′)와 𝑉𝑉𝑉𝑉𝑅𝑅(𝑅𝑅′)는 각각 위험 증권의 투자 수익률의 조건부 기

대값과 조건부 분산을 나타낸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대표 투자자의 효

용을 극대화하는 𝐷𝐷를 구한다. W, 𝐹𝐹, 𝐸𝐸(𝑅𝑅′) 와 𝑉𝑉𝑉𝑉𝑅𝑅(𝑅𝑅′) 의 값은 현재 시점의 

투자자의 선택과 관계 없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무위험 채권 투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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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현재 시점에 알려져 있으므로 𝑉𝑉𝑉𝑉𝑅𝑅𝑡𝑡(𝑅𝑅𝑡𝑡+1) = 𝑉𝑉𝑉𝑉𝑅𝑅𝑡𝑡(𝐸𝐸𝑅𝑅𝑡𝑡+1)이 된다. 이를 

사용하여, 위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투자금액 𝐷𝐷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𝑫𝑫 =
𝑬𝑬�∆′|𝑵𝑵�

𝜏𝜏 𝑽𝑽𝑽𝑽𝑽𝑽(∆′|𝑵𝑵)
 (２-11) 

 

위의 최적 투자금액은 한 기 이전의 투자금액인 𝐷𝐷−1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

해 투자금액의 기간 간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𝑫𝑫
𝑫𝑫−𝟏𝟏

=
𝑬𝑬�∆′|𝑵𝑵�
𝑬𝑬(∆|𝑵𝑵−𝟏𝟏) ×

𝑽𝑽𝑽𝑽𝑽𝑽(∆|𝑵𝑵−𝟏𝟏)

𝑽𝑽𝑽𝑽𝑽𝑽(∆′|𝑵𝑵)
 (２-12) 

 

위험증권 투자액의 기간 간 변화율은 조건부 예측치의 비율과 조건부 분산

의 비율로 평가된다.  

앞에서 도출한 H와 θ 값을 대입하면 위험증권 투자액의 기간간 변화율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𝑫𝑫
𝑫𝑫−𝟏𝟏

=
𝟏𝟏+ 𝜽𝜽𝜽𝜽

(𝟏𝟏 − 𝜽𝜽)(𝟏𝟏 + 𝝎𝝎)
 (２-13) 

이 때, ω = 𝑉𝑉𝑉𝑉𝑉𝑉(𝑀𝑀)
𝑉𝑉𝑉𝑉𝑉𝑉(∆|𝑁𝑁−1)

 

 

증권시장에서의 위험증권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 청산조건을 사용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기적으로 위험증권 공급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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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𝑆𝑆 = 𝑆𝑆−1 = 𝑆𝑆̅ (２-14) 

 

S와 𝑆𝑆−1은 각각 이번 기와 직전 기의 위험증권 공급량을 나타낸다. 시장청

산조건을 적용하면 위험증권 투자액의 기간간 변화율은 위험증권 균형가격 

상승율로 다시 쓸 수 있다.  

 

 
𝑃𝑃
𝑃𝑃−1

=
1

(1 − 𝜃𝜃)(1 + 𝜔𝜔)
+

𝜃𝜃
(1 − 𝜃𝜃)(1 + 𝜔𝜔)

𝐻𝐻 (２-15) 

 

위 식에서 H = 𝛾𝛾0 − 𝛾𝛾1𝐾𝐾−1 + 𝑢𝑢 를 대입하면 주식가격 증가율을 비관지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전 기에 형성한 비관지수 𝐾𝐾−1과 𝑢𝑢는 서

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𝑃𝑃
𝑃𝑃−1

=
1 + 𝜃𝜃𝛾𝛾0

(1 − 𝜃𝜃)(1 + 𝜔𝜔)
−

𝜃𝜃𝛾𝛾1
(1 − 𝜃𝜃)(1 + 𝜔𝜔)𝐾𝐾−1

+
𝜃𝜃𝑢𝑢

(1 − 𝜃𝜃)(1 + 𝜔𝜔)
 

(２-16) 

 

주식가격 상승률은 비관지수의 값이 클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즉, 뉴스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다룰수록 미래 주식 가격의 상승 정

도는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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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실증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앞에서 구성한 비관지수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설명한다. 추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소개한 후 추정 결과를 제시한

다. 불황과 불황이 아닌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불황과 불황이 아닌 시기로 구

분했는지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통

계청에서 발표한 불황과 호황 시기를 사용하여 구분한 경우의 추정 결과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짐 스위칭 확률에 따라 불황과 호황 시기를 

나눈 경우의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신뢰구간 추정 방

식에 따라 비관 지수 값의 임계치를 정하여 불황과 호황 시기를 나누었을 때

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추정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레짐 스위칭 확률을 

먼저 설명한다. 먼저분석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금융 주식수익률이다. 금융 

주식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증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월별 KOSPI 지수를 

사용하였다. 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

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배당금의 규모가 작아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레짐 스위칭 확률은 1장에서 도출한 비관지수를 앞 절에서 설명한 레짐 스

위칭 VAR 모형에 대입하여 구했다. 경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비관’, ‘중립’, ‘낙

관’ 세 가지 상태로 나누고 이 가운데 비관으로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때 경제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경제

에 대한 인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양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경제가 

호황일 때는 이견이 없지만, 불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경제 상태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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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제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불황까지

는 아니라고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애매한 상태를 배제하고 누구나 경제 상

태가 나쁘다고 인식할 때만 불황이라고 정의하기 위해 비관으로 인식될 확률

이 높은 경우에 한정했다.  

아래와 같은 간단한 선형회귀분석식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𝑅𝑅𝑅𝑅𝑠𝑠𝑢𝑢𝑅𝑅𝑛𝑛𝑡𝑡 = 𝑠𝑠 + 𝑏𝑏 ∙ 𝑃𝑃𝐹𝐹𝑡𝑡−1 + 𝑢𝑢𝑡𝑡 (２-17) 

 

𝑅𝑅𝑅𝑅𝑠𝑠𝑢𝑢𝑅𝑅𝑛𝑛𝑡𝑡은 이번 기 주식 수익률을, 𝑃𝑃𝐹𝐹𝑡𝑡−1은 한 달 전의 비관지수를 가리킨

다.  

 

 𝑃𝑃𝐹𝐹𝑡𝑡 = 𝑐𝑐 + 𝑑𝑑 ∙ 𝑃𝑃𝐹𝐹𝑡𝑡−1 + 𝑣𝑣𝑡𝑡 (２-18) 

 

식 (2-18)은 비관지수가 AR(1)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오직 비관지수만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다

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인 모형은 후에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식 (2-17)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회귀식으로, 비관지수 외에 다

른 변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시경제의 펀더멘털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

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포함시켜야 하나, 비관지수는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형태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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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 비관 상태의 확률 

 

 

그림 2-3의 좌측 그래프는 비관지수를 가지고 경제가 각 시기마다 ‘비관’ 

이라는 상태(state)로 갈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도출했던 

비관지수를 사용했으며, 레짐 스위칭 모형을 가지고 각 상태(state)에 존재할 

확률을 추정했다. 경제에 세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비관지수가 

가장 높은 상태가 ‘불황’에 해당된다고 가정하였다. 확률 추정에는 마코프 스

위칭 회귀 VAR 모형(Markov Switching VAR model)을 사용했으며 비관 지수

는 ARIMA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시기 동안 경제가 ‘불황’일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좌측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래프의 파란색 실선은 

각 시점에서 경제가 ‘불황’일 확률을 나타낸다. 파란색 실선은 회색으로 칠해

진 불황 시기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물론 2015년 이후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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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황이 아니었음에도 비관 지수로 측정했을 때 불황일 확률이 높게 나타

난다.  

그림 2-3의 우측에는 신뢰구간추정방식에 따른 확률을 표시하였다. 신뢰구

간을 특정 값으로 만드는 임계치를 정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관지

수의 값이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는 경제가 ‘불황’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시기의 확률은 1을 할당했다. 반대로 비관지수의 값이 임계치에 못 미치는 경

우에는 경제가 불황일 확률이 0이라고 가정했다. 이제 레짐 스위칭 확률에 따

라 판단한 불황 시기와 신뢰구간 추정 방식에 따라 판단한 불황 시기를 비교

해보면, 두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통계청 발표상 호/불황기의 수익률에 대한 회귀 분석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추정 모형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통계청

에서 발표한 경기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였다. 분석 기

간(1990년 1월~2017년 1월) 동안 총 여섯 번의 불황기와 일곱 번의 호황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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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4] 비관지수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통계청 기준) 

 

 

그림 2-4는 통계청 공식 발표상의 불황기와 비(非)불황기에 해당되는 비관

지수와 기대 주식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단의 두 그래프는 선형 

모형을, 하단의 두 그래프는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데이터는 하늘색 원으로, 선형/비선형 회귀선은 빨

간색으로 표시했다. 또한 기대 주식 수익률은 한 기 이후(한 달 뒤)에 실현된 

주식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경기가 불황일 때(좌측)는 기울기가 약하게 우상향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불황이 아닐 때(우측)는 기울기가 거의 없는 수평의 형

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기에 따라 비관지수가 수익률에 영

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비선형 회귀식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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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1] 회귀분석 결과(통계청 기준) 

 선형 비선형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추정치 0.00037 0.00061 -0.00015 -0.00025 

t-stat 2.2762 1.4602 -2.3201 -1.0171 

p-value 0.02385 0.1471 0.0213 0.3113 

𝑽𝑽𝟐𝟐 0.0194 0.01 0.0203 0.00031 

 

표 2-1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호황일 때에 비해 불황일 때의 t 통계량 

값이 작게 나타난다. 이는 선형식과 비선형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p-value 값은 불황일 때에 훨씬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호황일 때는 p-value 

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선형과 비선형 회귀분석 모두에서 

𝑅𝑅2 값은 호황일 때는 약 0.02 정도이나, 불황일 때는 이보다 더 작은 값을 보

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불황일 때에 비해 호황일 때의 통계적 유의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레짐 스위칭 모델의 확률로 구분한 호/불황기의 수익률에 대한 회귀 분석 

그림 2-3에 나타난 레짐 스위칭 확률이 0.78 이상인 경우가 불황이라고 

두고, 불황과 호황을 구분하였다. 위와 동일하게 비관지수가 미래 실현 수익

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레짐 스위칭 모형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불황 시기에는 비관지수가 높을

수록 미래 실현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불황이 아

닌 시기에는 비관지수와 미래 실현된 수익률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다. 선형 회귀선과 비선형 회귀선 모두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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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5] 비관지수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레짐스위칭 확률 구분) 

 

 

그림 2-5는 레짐 스위칭 확률에 따라 불황과 불황이 아닌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에 대해서 비관지수가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제 내에 크게 세 가지 상태(state)-비관적, 중립, 낙관적-가 존재한다고 가정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관적인 상태에 있을 확률이 0.78보다 큰 

경우 경제가 불황이라고 두고 그 외의 시기를 불황이 아닌 시기로 두었다. 이

렇게 불황과 나머지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좌측 그래

프를 보면 불황일 때는 비관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이 아닌 시기(우측)에는 비관지수의 크기가 주식 수

익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모형을 사용해도 마찬가

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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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2] 회귀분석 결과(레짐스위칭 확률 구분) 

 선형 비선형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추정치 0.00011337 -0.005677 -0.000039 -0.02121 

t-stat 0.58241 -2.264 -0.57981 -2.1784 

p-value 0.5608 0.02692 0.56255 0.033012 

𝑽𝑽𝟐𝟐 -0.00258 0.0588 -0.00259 0.0537 

 

표 2-2는 레짐스위칭 확률로 호황과 불황을 구분했을 때의 회귀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표 2-1과 비교해보면 선형 회귀분석에서 불황일 때의 p-value 

값은 크게 줄어들고, t 통계량의 값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의 비선형 회귀분석과 비교해보면 p-value 값이 거의 10분의 1에 가깝게 줄

어들고 t 통계량은 증가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불황일 

때의 𝑅𝑅2 값 역시 표 2-1과 비교해보면 선형과 비선형 회귀 분석 결과 모두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표 2-2에서 불황과 호황을 비교해보면 불황일 때는 

호황일 때의 𝑅𝑅2 값의 20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내어 불황과 호황 기간에 차이

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신뢰구간 추정 방식에 따라 구분한 호/불황기의 수익률에 대한 회귀 분석 

경제주체들이 비관적이라고 인식하는 시기는 비관지수의 값을 사용하여 호

황과 불황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비관지수가 0.96보다 큰 값을 가지면 

불황이라고 판단했다. 0.96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분석 기간의 비관지수 최

대값(1.3443)과 최저값(-1.5497)을 고려하여 평균으로부터 최소한 1 시그마 이

상 떨어져 있는 점이어야 경제주체가 충분히 비관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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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6] 비관지수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신뢰구간추정방식 구분) 

  
 

그림 2-6은 신뢰구간 추정방식에 따라 불황과 불황이 아닌 시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이렇게 불황과 호황을 나누고 각 시기별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비관 지수와 기대 수익률 간의 관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황일 때는 비관지수가 증가할수록 주식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불황

이 아닌 시기에는 주식 수익률이 비관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귀

선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불황일 때는 회귀선이 우하향하고, 

불황이 아닐 때는 회귀선이 수평에 가깝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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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3] 회귀분석 결과(신뢰구간추정방식 구분) 

 선형 비선형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추정치 0.00011 -0.0057 -0.000047 -0.0074 

t-stat 0.5824 -2.264 -0.57685 -2.2632 

p-value 0.5608 0.02692 0.56455 0.02697 

𝑽𝑽𝟐𝟐 -0.0026 0.0588 -0.0026 0.0588 

 

표 2-3을 보면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의 통계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선형 회귀식의 계수는 -0.005677로, 호황일 때와 달리 음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불황시기의 p-value 값은 0.027 정도

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반면, 호황일 때는 이 값이 0.56정도로 통계

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t통계량의 경우에도 호황일 때에 비해 불황

일 때 값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또한, 호황일 때에 비해 불황일 때의 

𝑅𝑅2값이 20배 이상 큰 값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통계량이 표 2-4와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비선형 분석은 다른 값을 보이지만 선형 분

석의 경우에는 레짐 스위칭 확률을 이용하여 불황과 호황을 구분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레짐 스위칭 모

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뢰구간 추정 방

식을 사용했을 때 얻는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

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또한 레짐 스위칭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

이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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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결론 

 

제１항 연구 결과 요약 

 

경기 상황에 따라 경제 주체가 미디어에 반응하는 정도를 연구한 것은 다

수 존재하지만 이를 이론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 장에서는 주식수

익률 모형을 도출하여 뉴스미디어의 어조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것을 모형으로 보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앞에서 도출한 이론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 순환에 따라 뉴

스미디어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였는데, 이 

때 호황과 불황을 나누는 기준을 총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통계청에서 밝히는 경기순환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레짐스위칭 확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비관지수의 값을 두고 평

균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호황과 불황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비관지수와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레짐스위칭 확률 구분과 신뢰구간추정 구분 방

식은 추정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 다 호황일 때에 비해 불황일 때 비

관지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약 50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거시 경제 상

태가 안 좋을 때 비관지수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이다. 또한 호황일 때

와는 달리 불황일 때에 추정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２항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본 장의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레짐스위칭 확률을 활용하여 추정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모형 부분에서는 레짐스위칭 모형을 도출하는 데까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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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주식수익률 모형을 응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비관

지수에 대한 반응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레짐스위칭 모형을 도출하는 작

업을 이어간다.  

또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비관지수로 사용한 거시경제심리지수 대신 다

른 지수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거시경제심리지수는 1장에서 

설명한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감성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감성 분석 결과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수가 다른 값으로 대

체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따

라서 후속결과에서는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와 재귀적 신경망 방식을 사용한 

비관지수를 사용하여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레짐스위칭 확률로 구분했을 때와 신뢰구간추정 방식을 활용해

서 구분했을 때의 호황과 불황의 자료 개수에 차이가 있다. 불황의 개수가 호

황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려 전체적인 개수

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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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제한적 합리성과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 

 

제１절 서론  
 

 마진율 규제 정도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 가용 자본금의 금액이 달라진

다. 이 때문에 마진율은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진율 관련 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신용거래보증금과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담보유

지비율 및 사후적 거래증거금이 있다. 신용거래보증금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

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의 효과를 반영한 자산가격설정모형을 구축하고 주

가수익률의 결정과 증권시장선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

국의 경우 신용거래보증금에 대한 규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

고 있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는 증권유통금융시 담보유지비율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후적 

거래증거금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거래소에 납부하는 것으로, 거래증거금률의 

산출 공식은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의거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담보유지비율 및 사후적 거래증거금을 

계산하여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마진제약을 고려한 초기 모형은 Black(1972)로, 여기에서는 마진율이 100%

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증권시장선의 기울기가 차입제

약이 있을 때 더 작아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이후 논문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Frazzini, Pedersen(2014)는 마진율이 100%가 아닌 경우도 포함시

켜 보다 확장된 논의를 이어갔다. 본 장에서 도출한 모형도 마진제약이 존재

할 때 증권시장의 절편이 상승하고 기울기가 하락하여 증권시장선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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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에서는 개시증

거금의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첩세대의 가정을 도입한다. 중첩세대 모형

의 가정은 현실경제에서 적용되는 마진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기관투

자자에게 적용되는 마진을 중첩세대 모형의 가정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증거금을 

사용하여 마진제약을 반영한 이론 모형을 만들고 이의 현실 설명력을 테스트

하고자 한다.  

거래증거금의 효과를 반영한 초과수익률결정모형을 한국 주요 산업-반도체, 

철강, 은행-의 주식투자수익률에 적용하였다. 각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개를 선정하여 이들의 일별 주식가격을 활용했으며, 대상 기간은 2019년 3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이다. 추정 결과 이들 기업의 베타 계수는 대

부분 1보다 큰 값을 기록하여 시장 전반 수익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는 철강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0보다 큰 값을 보여 반도체와 은행 산업은 거래증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장치이자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진

제약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 외에 마진의 주가수익률 효과를 실증분석한 이전 연

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P. Koudijs, H.J. Voth(2016)는 헤어컷의 결정과정 및 18

세기 암스테르담 주식 신용대출시장 사례를 분석하여 금전 손실 여부에 따른 

대부자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Petri Jylhä(2018)는 미국의 개시증거

금률 자료를 사용하여 차입 제약이 강화될수록 베타 계수의 기울기가 평평해

진다는 이전의 이론적 발견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마진 제약이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마진 제약과 변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Gikas Hardouvelis(1990)는 최소 요구 마진율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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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식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고, 펀더멘털 가치로부터 주식가격이 벗어나는 

정도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G. William Schwert

효과 위한 안정시키기 가격을 주식 것이 높이는 마진율을 요구 최소 는(1989)

 .있다 밝히고 없음을 수 될 정책도구가 적인  

2절에서는 마진제약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진제도가 시작된 기원부

터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진율 규제까지 소개한다. 이어서 

마진제약에 직면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문제를 풀어서 CAPM모형을 도

출한다. 그리고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시험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후속연구에 대해서 설명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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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마진제약의 제도적 측면 

 

제１항 마진제도의 역사 

 

마진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오늘날의 

신용대출시장을 방불케하는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신용대출 거래 시에는 영국 증권이 담보로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영국 동

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 증권도 있었다.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네덜

란드 동인도 회사에 밀려 17세기 말까지는 비교적 유럽 국가의 경쟁이 치열

하지 않은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동아시아 진출

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투자받고 이를 증명하

는 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주권이다. 이렇게 투자받은 돈으로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지역에 가서 향신료를 들여오면 큰 수익이 나고, 이 수

익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원리였다. 주

식 투자는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에 증권거

래소가 세워졌다. 아래에서는 동인도 회사 사례를 통해 18세기의 신용대출시

장에서 사용된 담보비율과 마진콜의 요구 및 청산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날의 신용대출시장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당시는 중앙집중화된 대출 시

장이 부재했고, 대출 조건이나 규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

라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서

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자가 대부자를 찾는 데에는 많은 노력

이 들었다.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 주식을 포함한 영국 증권은 담보

로 사용되었는데, 가령 동인도회사 주식을 더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동인도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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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조건이나 규제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자마다 서

로 다른 조건 하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대출이자율, 대출금액, 

그리고 담보물 등이 쓰여있었다. 뿐만 아니라 담보의 가치가 특정 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마진콜을 요구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용거래 대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동인도회사 주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주식의 액면

가는 1000파운드이고 이 중 마진(헤어컷)은 200파운드라고 하면 마진율이 

20%가 된다. 이 주식은 현재 2000파운드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주식 

가격이 오를 때는 담보가치가 오르게 되지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

가 감소한다. 대부자는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특

정 수준보다 내려갈 경우 대출자에게 마진콜을 요구한다. 마진콜이란 증권 가

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마진에 반영하고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담

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금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

한다. 오늘날에는 이를 금융중개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금융 

중개기관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5퍼센트 이하로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대부자

가 이를 직접 대출자에게 요구했다. 따라서 마친콜을 요구하는 기준도 저마다 

제각각이었다. 예시로 돌아가서 대부자가 주식 가치가 1900 파운드 이하로 

내려가면 대출자에게 직접 100파운드를 채워넣으라고 마진콜을 요구했다고 

하자. 현재 상태는 주식 가치가 2000파운드이고 그 중 증거금 비중이 400파

운드이므로(마진 400, 대출 1600) 마진율을 계산하면 20퍼센트가 된다. 이제 

주식 가격이 1900파운드로 떨어진다고 하면(마진 300, 대출 1600) 대출자는 

마진콜 요구에 따라 100파운드만큼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므로 주식 가치는 

1900이고 마진은 400이므로 마진율은 21퍼센트가 된다. 이 예를 통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마진율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주식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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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할 경우 마진율도 이에 따라 함께 변하게 된다. 마진콜은 주식 가격의 변

동성에서 오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대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마진콜 시행에 따라 마진율이 오르면 대출자가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을 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원화된 

마진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개별 거래마다 마진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위의 예시와 유사하게 실제로 동인도 회사의 주식가격은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벵골 사태와 관련이 있다. 1757년에 영국은 벵골 지역의 현지 통치자를 

몰아내고 대신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인도 내륙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

다. 1765년에는 벵골 지방의 조세 징수권까지 양도받으면서   이 지역의 지방

세를 거두고 배당금도 올리게 된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단순한 상업 활

동이 아닌 지역의 정치적 지배자로 등극한다. 현지에서 많은 수익을 내려는 

동인도회사의 목적은 벵골 지역 현지인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수

백만명이 사망하는 대기근(1769-1773)을 유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회사와 

관련된 뉴스는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사

실을 숨겼다. 심지어 회사의 금융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은 

배당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고집했다. 악화된 금융 상태를 이어가던 동인도 

회사는 마침내 1772년 여름이 되자 더 이상 부채 상환을 연장할 수 없는 상

태가 되었다. 결국 그 해 9월부터 배당금은 삭감되었고 주식가격이 곤두박질

쳤다. 이후로도 회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들려오면서 주식 가격은 회

복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1773년 규제법을 

통해 동인도 회사를 통제 하에 두도록 했다. 

한편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덜란드에서는 동인도 회

사 주식의 많은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들 연합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비록 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반등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768년 액면 가격의 270퍼센트에 달하던 주식 가격은 1771년 220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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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1772년 하반기에 200퍼센트, 190퍼센트, 마침내 180퍼센트까지 내려

갔다. 다행히 마진콜 요구 기준은 충족시켰으나 1772년 크리스마스 이후 주

식 가격이 17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미 연합체의 펀드 자금은 바닥이 

난 상태였다. 1772년 12월 28일에 마진콜이 요구되었고 자금 확보가 불가능

했으므로 대부자들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주식 가격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마침내 대부자들이 담보를 청산했을 

때는 담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제２항 미국의 마진율 규제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진율 규제는 규제 T와 금융산업규

제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규칙 4210에 근거하고 있다. 

규제 T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규정 코드 중 하나로, 미국 증권 중개

인 및 딜러의 신용 연장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마진율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T에서는 대출자가 위탁해야하는 최소 개시증거금의 비율을 정

해두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러한 최소 개시증거금 비율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

에 따라 증권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만들어졌다. 1929

년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나기 전 1920년대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중앙의 감

독 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 물론 주 단위로 

증권 판매를 규제하고 사기를 예방하는 법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을 통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

고 결국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주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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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전례 없는 주식 가격 폭락에 미국 정부는 주

식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33년의 은행법과 위에서 언급한 증권거래법의 제정이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위원회에게 증권업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

었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증권

의 등록, 시장 공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마진 및 감사 요구를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 마진 요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출자가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최소한의 개시 증거금(initial margin)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개시증거금 비율이 40%로 규정된 상태에서 투자자가 

100달러 상당의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는 최소한 40달러의 현금을 보

유해야 한다. 최소 개시증거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동성 제약이 강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규정 T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개시증거금 비율은 50%

이며, 일반적으로 주식 중개 회사에서는 50%보다 높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다. 

1934년에 증권 거래법이 제정된 후 1974년까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22

번이나 최소 개시증거금 비율을 수정했다. 1935년부터 1975년까지의 기간 가

운데 개시증거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46년 1월부터 1947년 1월까

지로, 해당 기간 동안 투자 금액의 100%를 보유해야 마진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즉, 증권 매수 규모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 대 1로 같아

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마진요구가 가장 낮았던 때의 수치는 1937년 11

월부터 1945년 2월까지 적용되었던 40%였다. 이는 투자자가 매수할 주식 규

모 중 40%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마진 계정을 개설하고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투자자들은 보유금액의 최대 2.5배만큼을 투자할 수 있었다.  

물론 계좌를 생성할 때의 개시증거금만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계좌



 

116 

 

가 생성이 된 후에도 투자자는 계좌의 증거금을 투자액의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

급한 금융산업규제당국은 연방준비제도와는 별개로 마진 계정에 대한 보충적

인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규제당국의 Rule 4210은 최소 유지 증거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로 하여금 신용거래를 시작할 때 현재 

증권의 시장 가치의 최소 25%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보통 중개회사들은 

규칙 4210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30 내지 40%만큼을 보유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개시증거금률과 유지증거금률

을 정하되, 투자자에게 규제 T와 규칙 4210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  

   유지 증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마진콜이다. 규제 T와 

규칙 4210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진 계정의 주식 가치가 증권

의 총 시장 가치의 일정 비율(현재는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주식 중개

인은 마진콜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진콜이란 마진 계정의 주식 가치를 최소 유

지증거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더 많은 현금을 마진 계정에 예금하거나 

증권을 유동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개시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의 최

소 기준 설정과 더불어 마진콜 역시 투자자의 과도한 차입 및 고위험 투자 

행위를 방지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규정 T의 기준을 맞춰서 개설하는 마진 계정의 실제 규모가 어느 정

도 되는지 파악하기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홈페이지의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를 활용한다. Financial Accounts에는 금융 자산 

및 부채의 거래 규모가 금융 수단과 섹터별로 정리 되어있다. 또한 가계와 비

영리 단체, 비금융 법인/비법인 기업의 순 자산을 포함한 대차 대조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인과 딜러로부터 가계가 개설한 마진 계정은 부채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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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며, 2018년에는 그 규모가 마이너스 310억 달러, 2019년은 마이너스 233억 

달러에 달한다. 가용한 최신 자료인 2020년 3분기의 마진 계정 규모는 2622

억 달러로 이전 해에 비해 2020년에 마진 계정 규모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제３항 한국의 마진율 규제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신용 담보대출을 하는 대출자가 일정 비율 이

상의 현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차이나는 부분이 존

재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신용거래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숙지해야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신용거래란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공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를 말한다. 

신용거래는 차입 대상에 따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나뉜다. 구체적으로, 신

용 거래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신용거래 융자, 주식을 차입하는 것을 

신용거래대주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신용거래융자를 중심으로 신용거래제도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신용거래대주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거래융자와 신용

거래대주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또다시 분류된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미

국과는 달리 한국은 별도의 증권금융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투

자자가 신용거래융자를 받을 때, 증권사에서 증권사 자체 보유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를 자기신용거래융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증권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할 경우 이는 증권유통금융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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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 한국의 신용융자제도 

 

 

본 장에서 다룰 내용은 신용거래융자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

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림 3-1은 한국의 신용융자제도를 그림으로 도식

화한 것이다.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것은 증권사

가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경우를 말

한다. 한편, 한국증권금융과 거래소가 주황색 실선으로 묶여있고 여기에서 기

관투자자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가 증권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자금을 거래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와 달리 증권유통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가 거래소 회원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유통금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투

자업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 같은 주체는 증권유통금융을 받을 

수 없다. 헤지펀드는 전담중개인을 두어 필요한 자금을 증권담보대출23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담 중개인은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증권금융 외에도 여러 사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증권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은 개인과 법인 투자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유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증권유
통 과는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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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 수탁제도와 매매제도 

 

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2010) 

 

그림 3-3은 수탁제도와 매매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신용거래융자

와 증권유통금융융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수탁제도란 계좌개설, 수탁방법,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등 개인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방법과 절차

에 관한 제도를 가리킨다. 미국의 개시증거금에 대응되는 신용거래보증금도 

수탁제도에 해당된다. 먼저,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 그

림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거래소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

를 개설해야한다. 그 다음에는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

야 한다. 주문은 문서, 전화, 인터넷, 증권회사 전용망, 상업적 통신망 등을 이

용한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내지는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를 통해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

해서 주문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사가 아닌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한 경우, 비회원 증권사는 회원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고객인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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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을 징수한다. 거래소에서 매매체결이 되

었는데, 이후에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금전과 

유가증권(대용) 두 가지 형태의 담보가 가능하다.  

매매제도는 매매거래시간과 매매거래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소에서의 

매매체결을 포함하여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를 입력하는 것이나 매매체결 

후 거래소에서 증권사에 체결을 통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통해 투자

자의 결제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매매제도와 관련이 있다. 각 국가의 

거래소마다 대금결제 시간을 다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매되는 주식과 거

래대금이 계약이 체결된 날 포함 3일째 되는 날까지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매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하는 과정을 알아보았

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외에 기관 투자자도 주식 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와 구분되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해를 돕는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성을 가진 투자 주체를 기관투자자라고 한다. 네 가지 특성은 대규

모 거래, 장기투자, 고객을 대신함, 집단적 투자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를 범주

화하는 기준도 국가마다 다르지만 OECD에서는 크게 전통 기관투자자

(traditional institutional investor)와 대체 기관투자자(alternative investor), 그리

고 기타 운용사(asset manager)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 기관투자자에는 연금, 

투자펀드, 보험회사가 있고, 대체 기관투자자에는 헤지펀드, PEF, ETF, 국부펀드

가 있다. 이 외에 고객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은 기타 운용사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투자자가 모두 거래소 회원인 것은 아니다. 거래소 회원

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12조 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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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는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

다. 만약 일반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에 거래를 위탁하면 거래소 회원

인 증권사는 해당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한다. 모든 증권사가 거래소의 회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회원 증권사는 직접 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따

라서 거래소 회원을 통해서 위탁받은 주문을 제출해야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증권유통금융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에는 한국증권금융

이라는 국내 유일의증권금융회사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금융투자업자(투자매

매업자 혹은 중개업자)에게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혹은 매도를 위해 필요

한 자금 혹은 주식을 빌려준다. 한국증권금융과 투자자가 직접 한국증권금융

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융자 혹은 대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증

권사를 통해서 제공한다. 즉, 거래 행위에 따른 결제를 대신함으로써 증권사

를 중개기관으로 삼아 개인 투자자와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한다. 개별 증권

사가 중개기관이 되긴 하지만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빌려주는 것이

다. 증권유통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대출한도는 융자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 및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고 대주는 융자담보주식

의 2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융자 기간은 90일이나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연장할 경우에는 

총 360일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물론 최대 융자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체 상태로 바뀌고 연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대주는 70일 이내까지 가능하

고 연장이 불가하다. 이자 납부는 매월 첫 영업일에 정기적으 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담보는 상장주식 중 신용거래 종목을 담보로 하며, 담보비율은 

130%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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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 한국 증권유통금융의 절차 

  
 

그림 3-3은 증권유통금융을 통해 융자 혹은 대주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

다. 증권유통금융이든 증권사 자기 신용거래를 사용하든 먼저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에 신용거래약정을 맺어야 한다. 그 후 신용거래 계좌가 개설되고 그 

이후부터 신용주문이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의 신용주문에 대해 

자기 신용을 통해서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과 증권유통금융을 통해 재원을 공

급하는 방식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증권유통금융을 통해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래 체결

일(T)에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용주문에 의해 체결된 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

에 자기 신용과 증권유통금융으로 구분한 신용거래 내역을 전송한다. 체결일 

다음날(T+1)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에도 신용거래 중 증권유통금융을 이용하

는 내역분을 전송한다. 한편 거래소는 증권사 제출 자료로 청산을 실시한다. 

또한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 결제내역을 보내고 한국증권금융에는 증권사로

부터 받은 내역을 전송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와 거래소에서 전송한 내

용을 비교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체결일 이틀 후(T+2) 마침내 결제한다. 신

용융자를 하는 경우 예탁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자금을 통합차감결제한다. 

반대로 신용대주를 하는 경우 예탁원이 증권사나 한국증권금융 계좌에서 증

권을 통합차감결제한 후 증권사나 한국증권금융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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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이전까지는 증권거래법에서 신용공여

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

한적으로 열거하고 금융업의 겸영을 제한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가 된

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에 제정된 후로 약 40회 정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제 72조에서는 신용공여의 개념과 

결정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 72조 1항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

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

용거래가 자기신용거래와 증권유통금융의 두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

적인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제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제는 증권금융회사의 대출업무규정을 기준으로 삼

고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율은 신용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율을 설정하거나 종

목별로 비율을 다르게 두기도 했었다. 하지만 1998년 3월 2일자로 거래보증

금율과 유지보증금율의 자율화를 실시했다. 즉,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

로 최저 신용거래 보증금율 기준만 제시하고 증권사가 이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변경하거나 종목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미국의 유지증거금에 해당되는 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되

어있으며, 이 규정은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 제 2장은 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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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여에서는 신용공여약정 체결과 담보의 청구, 이 때 담보의 비율 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4 현재 시중 증권회사에서는 증거금(마진율) 40% 이하 종

목-대부분의 종목이 마진율 40% 이하임-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140%를 담보

유지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증거금 50% 종목은 대출금의 150%, 증거금 60% 

종목은 대출금의 160% 만큼의 증권 계좌 평가가치를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설명하면, 투자자가 가진 돈이 400만원이고 그가 매수하려는 주식의 종목

이 증거금 40% 이하라면, 그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한 

돈과 예수금을 합하면 1,400만원이 되고 대출금은 1,000만원이므로 담보유지

비율은 140%이다. 만약 투자자가 증거금 60% 종목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담

보유지비율이 160%로 증가하여 그가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7만원이 

된다.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담보유지 비

율을 아래와 같이 마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 =
대출금 + 마진

대출금
= 1 +

마진

대출금
=

증권계좌평가액

증권계좌평가액−마진
 

 

위의 예시에서 마진율이 4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은 1,000만

원에서 667만원으로 감소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마진율이 증가하면 담보유지

비율도 이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위 식 우변의 두 번째 항을 보면, 투자자가 

                                       

24 제 4-25조(담보비율)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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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예수금(분자)이 고정된 상태에서 담보유지비율이 증가하면 대출금(분

모)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변의 세 번째 항의 증

권계좌 평가액은 담보유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담보유지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최저 기준을 의미

하는 것이고 실제 증권회사에서는 하한선을 넘는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담보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과거

에는 개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선택하게 하는 대신 

증권감독원25과 증권관리위원회26라는 것을 두고 여기에서 신용거래보증금액

의 종목별 설정 및 변경을 담당하게 했다. 1999년 12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보증금률 40퍼센트 규정

을 없애고 자율화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 3편 신

용거래 리스크관리에서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의 신용도와 투자목적 및 투

자성향, 거래경험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차

등 적용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

리 모범규준’은 증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는 자본시장

법 제 72조에 따라 신용거래시 신용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기본 원칙 외에 실제 적용되는 원칙으로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해서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보증금률을 설정할 것을 

                                       

25 증권거래법 제 130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197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월 2일까지 존재했

으며, 이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26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리를 비롯, 공정거래와 증권 관련 기관들의 감독에 관해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기관. 위원은 총 9명으로 3명의 상임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증권거래소 이사장, 재경부 차관, 그리고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26 

 

요구하고 있다. 즉,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각 증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용거래 한도와 종목별 특성 등을 따져보고 보증금률을 자

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거래소가 회원사에 요구하는 증거금률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

준(2018.02.12 제정)’ 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은 장내 증권시장27 및 파생상

품시장의 증거금 산출에 적용되지만 아래에서는 본 논문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 중에서도 유가증권시장만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증권∙파생

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 제 2장은 ‘증권 시장 증거금 산출 변수’로 증권시

장의 거래증거금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있다. 증권시장 종목의 거래증

거금률은 해당 종목이 속한 증권유형별로 결정하며, 종목의 시황 지수 및 업

종지수 등의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변경한다28.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된 주권의 거래증거금률은 해당 종목의 업종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가격변

동성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한다29. 이 때 가격변동성이란 측정 기준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의 절대값을 작은 수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99번째로 큰 값으로 한다30. 또한 이 때 수익률은 당일 종목 가격(종가지

수)에서 2일전 종목가격 또는 종가지수를 뺀 값을 2일전 종목가격(종가지수)

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31 또한, 증거금 산출변수는 거래소가 결정하는데, 

이 때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가 공동

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의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27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28 제 4조(증권시장 거래증거금률) 

29 제 6조(증권유형별 거래증거금률의 결정) 1항 

30 제 5조(증권시장 종목 및 관련 지수 가격 변동성의 측정) 2항 

31 제 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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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 외에 상품별 특성이나 시장상황 및 객관적 정량정

보 등의 여러 가지 상황도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대주의 운영 방식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현재 대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는 여섯 곳32뿐이고, 거래 가능 종

목도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주 시장의 규모는 연 230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 유가증권시장에 한정할 경우 값은 더욱 크게 줄어든다. 2020년 12

월 8일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대주잔고는 3억 1천만원 정도이며 그 이후로

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어 2021년 1월 7일

부터는 2억 8천만원이 되었다. 반면 신용거래융자는 2021년 1월 7일에 잔고 

규모가 20조원을 넘었고 일주일 뒤에 21조원들 돌파했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1조 7천억원을 상회한다. 이러한 두 제도의 잔고

를 통해 심각한 불균형과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공매도 거

래액 중 개인 비중이 0.1%에 그친 것도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

과 관련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작년 주식 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이 

19.6%에 달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결제를 위한 담보주식이 부족

할 경우 추가 차입으로 결제를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대주 시장을 운영하

고 있다. 한국 증권금융에서는 한국도 대주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모

든 증권사의 공동 참여로 K-대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연 2.50%인 대주 이율을 연 4.0%로 올리

고 증권사 고유 재산 및 연기금 등 신규 대주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하고 있다. 

 

                                       

32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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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 

 

미국의 주식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증권시장선이 매우 평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준적인 CAPM모형보다 차입제약이 반영된 

CAPM모형이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증적 사실

을 반영하여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을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마진제약이 반영된 CAPM모형의 균형조건과 증권시장선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CAPM모형은 Frazzini, 

Pedersen(2014)와 Petri Jylhä(2018)에서 사용한 CAPM모형과 유사하다. 

위의 두 연구에 앞서 마진 제약을 고려한 초기의 모형은 Black(1972)로, 

여기에서는 마진율이 100%인 상황, 즉 신용융자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

정한다. 비교적 단순한 상황을 가정한 이 모형의 주된 결과는 위험 자산의 기

대 수익률과 베타를 연결하는 증권시장선의 기울기는 차입제약이 있을 때 더 

작아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Black(1972)의 논문에서도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차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확장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Frazzini, 

Pedersen(2014)에서는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세 종류로 늘려서 

Black(1972) 모형의 투자자와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할 수 없는 투자자와 레

버리지를 할 수 있지만 마진제약에 직면한 투자자, 그리고 마진제약이 없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투자자로 세분화하였다.  

본 장의 모형은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유통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

는 상황이 반영된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을 설명한다. 기존 모형에서는 최초로 

신용융자를 받는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

서 기존 모형에서는 개시증거금이 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장의 모형에서는 마진제약이 개인 투자자의 증

권 투자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증권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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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역할을 생략하지만, 이는 개

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모형과 

본 장의 모형을 결합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마진제약이 

모두 반영된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신용

거래보증금률의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후속되는 실증분

석에서는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증거금률 자료를 사용한다. 이런 이

유를 반영하여 본 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을 

분석한다.   

마진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 기관투자자의 가용 자금은 Wt이고, 위험증권의 총 투자액은 𝐷𝐷𝑡𝑡이

다. 기관투자자의 가용자금은 기관투자자가 직접 조달한 순자산(net worth)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증권유통금융융자를 받아서 위험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𝐷𝐷𝑡𝑡의 값이 Wt보다 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의 t시점에서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t = 𝑊𝑊𝑡𝑡 + 𝐿𝐿𝑡𝑡 (３-1) 

 

위의 식에서 𝐿𝐿𝑡𝑡는 증권유통금융융자액을 나타낸다. 위의 등식은 기관투자자

의 t시점에서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증권유통금융융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총 이자율(gross rate of interest)은 𝐹𝐹𝑡𝑡로 표시한다. 𝐹𝐹𝑡𝑡는 무위험 채권의 총수익

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에서는 기관투자자가 다음 시점에서 보유할 순자산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설명한다. 다음 시점의 순자산 𝑊𝑊𝑡𝑡+1은 위험증권 투자로부터 얻는 총수입

에서 증권유통금융융자 원리금을 뺀 차이가 된다. 본 장의 모형에서는 기관투

자자는 무위험 증권에 독립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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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조달한 투자자금을 모두 위험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의 설

명을 반영하여 수식으로 나타내면 기관투자자의 다음 시점에서 순자산의 결

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𝑊𝑊𝑡𝑡+1 = 𝑅𝑅𝑡𝑡+1𝐷𝐷𝑡𝑡 − 𝐹𝐹𝑡𝑡𝐿𝐿𝑡𝑡 (３-2) 

 

위의 식에서 𝑅𝑅𝑡𝑡+1은 기관투자자가 위험증권 포트폴리오를 한 기 동안 보유

할 때 얻는 총 수익률을 나타낸다. 총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𝑅𝑅𝑡𝑡+1 =
𝑉𝑉𝑡𝑡+1 + 𝑃𝑃𝑡𝑡+1

𝑃𝑃𝑡𝑡
 (３-3) 

 

식 (3-3)에서 𝑉𝑉𝑡𝑡+1은 배당소득을 나타내고 𝑃𝑃𝑡𝑡는 포트폴리오의 단위비용(주

가지수)을 나타낸다.  

다음에는 마진 제약을 수식으로 나타낸다. 주의할 점은 마진 제약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거래증거금에 부과되는 제약의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거래증거금이 기관투자자의 순자산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종류의 마진 제약을 구분하기 위해 거래증거금을 𝑚𝑚1이라고 한다. 

 

 𝑚𝑚1𝐷𝐷𝑡𝑡 ≤ 𝑊𝑊𝑡𝑡 (３-4) 

 

식 (3-4)에서 𝑚𝑚1는 거래증거금률을 나타낸다. 모형에서 정의하는 𝑚𝑚1이 적

용되는 현실에서의 마진율 범위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한다. 모형에서 설명하는 𝑚𝑚1는 개시증거금률이 아닌 증거금률

을 가리킨다. 개시증거금은 개인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

할 때 요구되는 보증금을 말하는 것으로 종목별 신용거래보증금률이 개시증

거금에 해당된다. 한국의 증권사 홈페이지를 보면 종목별 거래보증금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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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다섯 개 정도의 대분류로 차등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에 납

부하는 거래증거금 외에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유통금융시 지켜야 하는 담보

유지비율 또한 투자자에게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를 거래증거금률과 구분하여 

𝑚𝑚2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부과하는 담보유지비율은 130%이며 

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𝑚𝑚2 =
𝐷𝐷
𝐿𝐿
≥ 1.3 (３-5) 

 

위 식에서 𝐷𝐷와 L은 각각 위험증권 투자액과 증권유통금융융자액을 나타낸

다.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융자액의 130%를 넘는 금액을 

위험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유지비율은 시간

에 지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거의 상수처럼 작용하고 있다. 두 가지 

제약을 고려하여 마진 제약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𝑚𝑚 = 𝑚𝑚1 + 𝑚𝑚2 (３-6) 

 

𝑚𝑚1과 𝑚𝑚2는 각각 거래소 회원사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증거금률

과 한국증권금융에서 증권유통금융시 적용되는 담보유지비율을 가리킨다.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𝑚𝑚2는 상수와 다름없이 기능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설

명에서는 개시증거금률이 아닌 거래증거금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시증거금률 적용을 받지 않는 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거래소 회원과 적격기관투자자가 이에 해당된다. 적격기관

투자자33는 전문투자자(금융기관, 공사, 기금),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상

장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적격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을 말한

                                       

3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장 2-2조 2항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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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거래소에서 매 3,6,9월 및 12월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직

전 매매거래일)에 거래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증거금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첫 째 월요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거래증거금률을 변경 적용한다. 이를 증권시

장 거래증거금률의 정기 변경34이라고 한다. 거래증거금률의 정기 변경은 필

요성을 인정한 달의 마지막 날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거래소는 정해

진 산식에 따라 거래증거금률을 산출하고 이를 공지하므로 기관투자자는 거

래소에 담보로 제출하는 증거금에 적용되는 증거금률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

한다.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증권유통금융융자를 받은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거

래소로 직접 이체를 하게 되고 증권사도 결제불이행에 대한 담보로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맡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직접 증거금률을 적용한다. 증거금제

도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증거금률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 혹은 자산보유

액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35 또한 증권유통금융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회원이라는 자격이 요구된다. 이런 규제

로 인해서 증권유통금융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신용융자에는 개시증거금이 부

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모형은 개시증거금의 변화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 CAPM모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의 모형

은 기존 연구의 모형과 달리 거래증거금률의 변화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효

과를 반영한 CAPM모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중첩세대모형의 

가정 없이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을 분석한다.  

또한 거래증거금률은 특정 종목이 속한 증권유형별로 결정36한다. 이 때의 

                                       

34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 7조 1항 

35 거래증거금률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한국거래소의 관리규정의 내용은 부록에 요약되어있다.  

36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제 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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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형37이란, 주권,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주권, 투자회사주권, 

상장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을 가리킨다. 실제로는 

이렇게 증권유형별로 다른 거래증거금률이 부과되고 있으나, 모형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시장포트폴리오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종목별 거래

증거금률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100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𝑊𝑊𝑡𝑡 = 100억원이 된다. 투자

자는 100억원으로 증권금융회사에서 증권유통금융융자를 받는다. 이 때 거래

증거금률 𝑚𝑚1 = 0.25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진제약이 실효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 총액은 400억원이 된다. 즉

𝑫𝑫𝒕𝒕=400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𝑳𝑳𝒕𝒕 =300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 증권금융회

사에서 기관 투자자의 증권금융대출에 부여하는 이자율은 무위험 채권 이자

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 시점에서 기관 투자자는 (1+무위

험 채권이자율)ⅹ300억원을 증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가 다

음 시점에 보유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ⅹ400억원 – 

(1+무위험 채권이자율)ⅹ300억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담보유

지비율은 4
3
로 130%를 넘는다.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은 𝑽𝑽𝒕𝒕+𝟏𝟏, 𝑭𝑭𝒕𝒕는 (1+무위험 

채권이자율)이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다음 시점에 보유한 자산의 식을 수

식으로 정리하면 식 (3-2)와 동일한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의 효용 함수는 다음 시점 자산의 기대값과 분산의 

함수가 된다. 이는 식(3-7)에 표현되어있다. 기대값이 증가할수록 기관 투자자

의 효용은 증가하고 분산이 증가할수록 기관 투자자의 효용은 감소한다. 𝜏𝜏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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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한 단위 증가에 대해 기관 투자자의 효용이 감소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자 효용함수는 Frazzini, 

Pedersen(2014)과 Petri Jylhä(2018)에서 가정한 투자자의 효용함수와 사

실상 동일한 형태이다.  

 

 𝑈𝑈𝑡𝑡 = 𝐸𝐸𝑡𝑡(𝑊𝑊𝑡𝑡+1)− (
𝜏𝜏
2

)𝑉𝑉𝑉𝑉𝑅𝑅(𝑊𝑊𝑡𝑡+1) (３-7) 

 

식 (3-3)의 다음 시점 자산 자리에 식 (3-1)을 대입하여 투자자 효용함

수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식 (3-8)은 투자자 효용 식을 이번 시

점 자산과 증권투자액, 위험 증권의 표준편차, 무위험 이자율과 다음 시점 위

험 증권의 수익률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시점 위험 증권의 수익률 외

에는 모두 현재 시점의 변수로 바뀌었다.  

 

 𝑈𝑈𝑡𝑡 = 𝑊𝑊𝑡𝑡𝐹𝐹𝑡𝑡 + 𝐷𝐷𝑡𝑡(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𝜏𝜏
2

)𝐷𝐷𝑡𝑡2𝜎𝜎𝑡𝑡2 (３-8) 

 

앞에서 살펴본 식 (3-8)와 식 (3-4)를 사용하여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

택 문제를 구성한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마진 제약을 

충족하는 최적의 위험 증권 수요 𝐷𝐷𝑡𝑡를 구하는 최적화 문제가 된다.  

 

max  𝑊𝑊𝑡𝑡𝐹𝐹𝑡𝑡 + 𝐷𝐷𝑡𝑡(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𝜏𝜏
2

)𝐷𝐷𝑡𝑡2𝜎𝜎𝑡𝑡2 

s. t.   𝑚𝑚1𝐷𝐷𝑡𝑡 ≤ 𝑊𝑊𝑡𝑡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를 라그랑지로 나타낸다. 마진제약 식을 나타내기 위

해 라그랑지 승수를 도입한다. 마진 제약의 승수 𝜓𝜓를 쓰면 식 (3-9)처럼 나

타낼 수 있다.  

 

 ℒ𝑡𝑡 = 𝑈𝑈𝑡𝑡 − 𝜓𝜓(𝑚𝑚𝑡𝑡𝐷𝐷𝑡𝑡 −𝑊𝑊𝑡𝑡) (３-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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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의 𝑈𝑈𝑡𝑡자리에 식 (3-8)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바뀐다. 식 (3-

10)은 위험증권 투자금액의 함수로 표현된다.  

 

 ℒ𝑡𝑡 = 𝑊𝑊𝑡𝑡𝐹𝐹𝑡𝑡 + 𝐷𝐷𝑡𝑡(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
𝜏𝜏
2

)𝐷𝐷𝑡𝑡2𝜎𝜎𝑡𝑡2 − 𝜓𝜓(𝑚𝑚𝑡𝑡𝐷𝐷𝑡𝑡 −𝑊𝑊𝑡𝑡) (３-10) 

 

식 (3-10)을 극대화하는 위험증권 수요 𝐷𝐷𝑡𝑡를 찾기 위해 𝐷𝐷𝑡𝑡가 포함된 부분

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식 (3-11)은 𝐷𝐷𝑡𝑡가 포함된 항과 그렇지 

않은 항으로 나뉘어 있다. 우변 첫째 항은 𝐷𝐷𝑡𝑡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항에는 𝐷𝐷𝑡𝑡가 포함되어 있다.  

 

 ℒ𝑡𝑡 = 𝑊𝑊𝑡𝑡(𝐹𝐹𝑡𝑡 + 𝜓𝜓) + 𝐷𝐷𝑡𝑡(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𝜓𝜓𝑚𝑚𝑡𝑡) − (𝜏𝜏
2
)𝐷𝐷𝑡𝑡2𝜎𝜎𝑡𝑡2                          (３-11) 

 

식 (3-11)에서 𝐷𝐷𝑡𝑡에 대해 1계도함수를 구하면 마진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쓰면 아래의 식 (3-12)과 같이 정리된다. 분자는 증권의 초과 수

익률이, 분모에는 증권 수익률의 분산이 있다. 증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

록, 마진제약의 라그랑지 승수가 클수록 증권투자액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𝐷𝐷𝑡𝑡 =
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𝜓𝜓𝑚𝑚𝑡𝑡

𝜏𝜏𝜎𝜎𝑡𝑡2
 (３-12) 

 

식 (3-12)의 위험증권 수요를 이용하여 샤프 비율(Sharpe ratio)를 표현

한다. 샤프 비율은 예상 초과수익률을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눈 것을 가리킨

다. 식 (3-13)는 샤프 비율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진제약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샤프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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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𝜆𝜆𝑡𝑡 =
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 − 𝐹𝐹𝑡𝑡 − 𝜓𝜓𝑚𝑚𝑡𝑡

𝜎𝜎𝑡𝑡
 (３-13) 

 

마진 제약이 없을 때의 샤프 비율은 식 (3-13)에서 분자의 마지막 항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마진제약이 없을 때의 샤프비율은 마진제약이 있을 때

와 비교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설명한 효용극대화 문제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얼

마를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얼마를 차입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

제다. 이는 포트폴리오 분리정리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아래에

서 포트폴리오 분리정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포트폴리오 분리정리(portfolio separation theorem)란, 투자 대상의 결정

이 두 단계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가리킨다. 투자 대상의 선택은 먼저 이를 발

견하는 단계와 투자자 효용함수에 따라 최적의 자산조합 집합을 찾는 단계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효율적 변경의 구성단계와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선택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선택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 범위의 

축소-에 따라 효율적 변경선을 구성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기대 효용을 극

대화시키는 최적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분리정리는 마진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

다. 따라서 마진제약이 있을 때도 효율적 변경선을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마

진제약 하에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Markowitz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값(평균)과 표준편차(변동성)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평균분산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이론은 Tobin에게 영향을 주는데 Tobin은 여기에 무위험 자산

의 개념을 더해서 이론을 개발시킨다. 그는 제약선과 효율적 변경이 접하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선택 결정을 하는 tangency portfolio를 주장하였다. 만약 

투자자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섞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

자들이 위험 기피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들은 무위험 자산과 접점 포트폴리오

(tangency portfolio)를 적절히 혼합해서 투자할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

다. Robert Merton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과 무위험 자산에 골

고루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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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의 증권시장선을 도출한다. 효율

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리스크의 함수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하나의 시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t는 생략한다.  

 

 𝑅𝑅𝑖𝑖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𝑅𝑅𝑀𝑀 − 𝐹𝐹 − 𝜓𝜓𝑚𝑚

𝜎𝜎𝑀𝑀
𝜎𝜎𝑖𝑖 (３-14) 

  

 

여기에서 𝜓𝜓𝑚𝑚은 시장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 영향을 받는 부분과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다. (𝑅𝑅𝑖𝑖
′ − 𝐹𝐹 − 𝜓𝜓𝑚𝑚)는 시장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과 독립적으로 변

동하는 부분으로 직교분해된다. 자산 i(i=1,2)에 대해 시장 균형이 만족된다면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𝑅𝑅1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𝜎𝜎1𝑚𝑚
=
𝑅𝑅2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𝜎𝜎2𝑚𝑚
 (３-15) 

 

임의의 확률변수 x가 존재할 때, 이 확률변수를 두 개의 확률 변수로 직교

분해한다. 확률변수 중하나는 z, 다른 하나는 y로 표시한다. 이 때 x = βz + y

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이 때 β의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β = 𝑐𝑐𝑐𝑐𝑐𝑐(𝑥𝑥,𝑧𝑧)
𝑐𝑐𝑣𝑣𝑣𝑣(𝑧𝑧)

 

따라서 임의의 개별기업의 초과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과 

다른 확률변수로 직교분해한다면 위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진제약이 존

재할 때 임의의 개별 기업의 초과수익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R𝑖𝑖
′ − 𝐹𝐹 − 𝜓𝜓𝑚𝑚) 

이다. 마진제약이 존재할 때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은 (R𝑀𝑀
′ − 𝐹𝐹 − 𝜓𝜓𝑚𝑚) 

이다. 따라서 임의 개별기업의 초과수익률의 직교 분해는 다음과 같다. 

 

 𝑅𝑅𝑖𝑖
′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𝛽𝛽𝑖𝑖(𝑅𝑅𝑀𝑀

′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𝜀𝜀𝑖𝑖 (３-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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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ε𝑖𝑖와 R𝑀𝑀
′ − 𝐹𝐹 − 𝜓𝜓𝑚𝑚의 공분산은 0이다.  

 

 𝛽𝛽𝑖𝑖 =
𝜎𝜎1𝑚𝑚
𝜎𝜎𝑚𝑚2

 (３-17) 

                                                                               

 

𝜎𝜎1𝑚𝑚은 개별기업 i의 초과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의 공분산

을, 𝜎𝜎𝑚𝑚은 시장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식 (3-16)의 

양변에 기댓값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𝑅𝑅𝑖𝑖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𝛽𝛽𝑖𝑖(𝑅𝑅𝑀𝑀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３-18) 

 

이제 식 (3-17)을 식 (3-18)에 대입한다. 우변의 첫번째 항의 분자를 좌

변의 분모로 옮기고 다시 적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 첫 번째 항의 

분모는 식 (3-17) 우변의 분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운데 항을 보면 분

모의 시장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와 샤프 비율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있다. 샤프 비율을 𝜆𝜆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쓰면 식 (3-19)와 같이 

표현된다. 

 

 
𝑅𝑅𝑖𝑖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𝜎𝜎1𝑚𝑚
=
𝑅𝑅𝑀𝑀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𝜎𝜎𝑚𝑚2
=

𝜆𝜆
𝜎𝜎𝑚𝑚

 (３-19) 

 

                                                             

위의 조건은 모든 i에 대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i=1, i=2에 대해서 성립하므

로 이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1
𝑒𝑒−𝐹𝐹−𝜓𝜓𝑚𝑚
𝜎𝜎1𝑚𝑚

= R2𝑒𝑒−𝐹𝐹−𝜓𝜓𝑚𝑚
𝜎𝜎2𝑚𝑚

 

증권시장선은 마진제약이 존재할 때 다음의 식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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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𝑅𝑅𝑖𝑖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𝛽𝛽𝑖𝑖(𝑅𝑅𝑀𝑀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３-20) 

   

위의 식을 보면 개별증권의 예상수익률을 수직축에 나타내고 개별증권의 

베타를 수평축에 나타내는 평면에 직선의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면

에서 기울기는 (R𝑀𝑀
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이고, 절편은 (𝐹𝐹 + 𝜓𝜓𝑚𝑚)인 직선을 그릴 수 있다. 

따라서 마진제약이 존재하면 증권시장선의 절편은 상승하고 기울기는 하락한

다. 마진제약의 증권시장선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Jylhä(2018)의 논문에서도 마진제약이 증권시장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증권시장선은 아래와 같다.  

 

 𝑅𝑅𝑖𝑖𝑒𝑒 − 𝐹𝐹 = 𝑑𝑑 + 𝑐𝑐𝛽𝛽𝑖𝑖 (３-21) 

 

위에서 도출한 증권시장선과 비교하면 절편은 𝜓𝜓𝑚𝑚이 되고 기울기는 (R𝑀𝑀
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이 된다.  Jylhä(2018)에서 d와 c는 두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로 볼 

수 있는데, 먼저 d는 사전적 베타가 0인 단위 투자의 수익률을, c는 베타가 1

이고 투자가 0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d와 c를 추정한 후 

회귀식을 이용해서 베타를 추정하고 있다. 이후에 마진제약이 베타와 기대수

익률의 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c와 d를 각각 회귀식의 피설명

변수로 두고 1기 이전의 마진제약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있다. 

본 논문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마진제약이 커질수록 증

권시장선이 평평해진다는 결론을 얻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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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1] 마진제약을 반영한 모형의 비교 

 
Frazzini and 

Pedersen(2014) 
허지수(2021) 

마진제약 

내용 
개시증거금 거래증거금 

기대수익률 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𝑠𝑠 ) = 𝑅𝑅𝑓𝑓 + 𝜓𝜓𝑡𝑡 + 𝛽𝛽𝑡𝑡𝑠𝑠𝜆𝜆𝑡𝑡 
R𝑖𝑖
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 β𝑖𝑖(R𝑀𝑀

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리스크  

프리미엄 
𝜆𝜆𝑡𝑡 = 𝐸𝐸𝑡𝑡(𝑅𝑅𝑡𝑡+1𝑀𝑀 )− 𝑅𝑅𝑓𝑓 − 𝜓𝜓𝑡𝑡 R𝑀𝑀

𝑒𝑒 − 𝐹𝐹 − 𝜓𝜓𝑚𝑚 

증권의  

알파 
𝛼𝛼𝑡𝑡 = 𝜓𝜓𝑡𝑡(1− 𝛽𝛽𝑡𝑡𝑠𝑠) 𝛼𝛼𝑖𝑖 = 𝜓𝜓𝑚𝑚(1 − 𝛽𝛽𝑖𝑖) 

샤프비율 

(β < 1) 
샤프비율 하락(𝛼𝛼𝑡𝑡 > 0) 샤프비율 하락(𝛼𝛼𝑖𝑖 > 0) 

 

명제 138은 Pedersen(2014)의 명제 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비교를 

위해 두 명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다. 표 3-1의 두 번째 행에는 마진제약의 

내용상 담보로 하고 있는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Pedersen(2014)의 경우에는 

최초에 신용거래를 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증거금의 크기의 변화가 투자수익

률에 미치는 효과만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신용거래를 해오던 

투자자가 적용받는 증거금의 크기가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초 신용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개시증거금은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데

                                       

38 명제 1 

1. 증권 s의 요구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𝐑𝐑𝒊𝒊
𝒆𝒆 = 𝑭𝑭 + 𝝍𝝍𝝍𝝍 + 𝛃𝛃𝒊𝒊(𝐑𝐑𝑴𝑴

𝒆𝒆 − 𝑭𝑭 − 𝝍𝝍𝝍𝝍) 
기대 수익률 식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𝐑𝐑𝑴𝑴

𝒆𝒆 − 𝑭𝑭 − 𝝍𝝍𝝍𝝍)이 된다. 

2. 증권의 시장에 대한 알파는 𝜶𝜶𝒊𝒊 = 𝝍𝝍𝝍𝝍(𝟏𝟏 − 𝜷𝜷𝒊𝒊). 알파는 m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베타가 커

질수록 감소한다. 

3.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 샤프 비율은 베타가 1보다 작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으

며, 높은 베타에 대해서는 베타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낮은 베타에 대해서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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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증거금과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 행에는 기대수익률이 표시되어있

다. Pedersen(2014)에서는 마진율을 1로 가정(m=1)하고 있다. 기존 논문에서

는 마진율의 변화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쟁균형에서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진율이 100%가 아니고 이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

변적일 때 이것이 기대초과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

라서 m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것이 기대수익률 식에도 반영되어있

다. 이는 네 번째 행인 리스크 프리미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과수익률

에서 마진제약으로 인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마진제약에 m을 반영하였다.  

표 3-1의 다섯 번째 행은 증권의 알파에 관한 것이다. 마진율이 1이 아닌 

값에서 가변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기대 수익률에 더해 증권의 α계수의 

값도 달라진다. 즉, 기존 논문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α계수의 값이 마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마진율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CAPM모형

은 단일요인모형이 아닌 2요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Pedersen(2014)

의 명제 1에서는 m=1로 가정하여 α계수의 값이 m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는 부분이 생략되었다. Pedersen(2014)에서 정의한 α는 본 논문에서는 마진

율의 반응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m이 1보다 

작고 m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m의 변화는 전통적인 의미의 샤

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마진제약이 존재할 때 𝛽𝛽𝑖𝑖값 뿐만 아니라 m의 

값의 변화에 따라 개별증권의 위험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edersen(2014) 논문에서 생략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고

려하여 분석한다.  

표 3-1의 마지막 항은 α계수의 부호와 샤프비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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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명제 1의 세 번째 항목의 설명에 의하면 𝛼𝛼𝑖𝑖의 부호가 음수일 때와 양수

일 때를 나누고 있다. 마진제약이 존재할 때 𝛽𝛽𝑖𝑖의 값이 1보다 크면 괄호 안의 

값이 음수가 되어 𝛼𝛼𝑖𝑖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이 경우는 전통적인 의미의 샤프 

비율이 하락한다. 반대로 𝛽𝛽𝑖𝑖값이 0과 1사이이면, 𝛼𝛼𝑖𝑖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 1

보다 작은 𝛽𝛽𝑖𝑖 값은 이 경우는 전통적인 의미의 샤프 비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마진제약이 존재할 때 𝛽𝛽𝑖𝑖의 값에 따라서 개별 증권의 위험 보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다룬 것과 다른 마진 척도가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증권사 회원이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에 적용 받는 제약

에 대해서만 고려했는데 이와 달리 증권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마진제약을 나

타내는 척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신용거

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대

체로 장기간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증권사마다 위의 두 비율을 자

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소 

비율은 만족해야 한다. 규정이 제정된 이후로 최소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

유지비율은 계속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적용받

는 마진제약을 포함시킬 경우 마진제약의 척도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쓸 수 

있다.  

 

𝑚𝑚� = 𝑚𝑚1 + 𝜔𝜔1𝑚𝑚2 +𝜔𝜔2 ∙ �최소신용거래보증금률� + 𝜔𝜔3

∙ (비회원사의 담보유지비율) 
 

위와 같이 거래소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나누어 각각의 담보유지비율과 거

래증거금률을 계산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 참여하는 주식시

장을 반영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마진제

약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와 위에서 설명한 다른 마진 척도를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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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추가적인 마진 척도가 상수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베타계수와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다음 절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거래소 회원사가 적용 받는 거래

증거금률과 증권유통금융에 대한 담보유지비율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결과

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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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증거금률과 주가수익률 

 
 

제４절 마진제약을 반영한 실증분석 

 

실제로 마진 제약이 현실에서 주가 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시계열 자료로 그렸다. 그림 3-4에서 하늘색 실선이 증거

금률, 주황색 실선이 주식수익률이다. 일별 자료를 사용했으며, 기간은 2019년 

3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이다. 증거금률은 기관투자자39가 증권유

통금융융자를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계산했다.  

2020년부터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3월경에 최고점을 

찍은 뒤 다시 줄어들었다. 이는 증거금률에도 영향을 주어 같은 시기 증거금

                                       

39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보증금율을 엄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증권사의 마진율을 일일이 구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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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10퍼센트 가량 증가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증거금률은 주식 

수익률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다. 증거금률은 일정 기간 동안 높게 기록된 주

식 수익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 수익률이 한 번이라도 큰 폭으로 증가

한 적이 있다면 그 값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2020년 3월 주식이 크게 올

랐을 때 증거금률도 오르게 되었고, 그 값은 2020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제１항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 모형의 추정 

 

앞 절에서 도출한 마진 제약이 반영된 CAPM 모형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

한다.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철강, 금융산업의 대표

적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주식가격을 활용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철강 산업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금융산

업에서는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선택하였다. 회귀 분석 식은 아래와 같다.  

 

 𝑦𝑦 = 𝑠𝑠(1 − 𝛽𝛽)𝑚𝑚 + 𝛽𝛽𝑥𝑥 + 𝑅𝑅 (３-22) 

 

y는 개별기업의 초과 수익률,  𝑠𝑠는 마진제약의 라그랑지 승수,  𝛽𝛽는 시장 프

리미엄의 계수, 𝑚𝑚은 증거금률, x는 시장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그리고 e는 

잔차를 나타낸다. 실증분석 시, 관리기준에서 정의한 증거금률을 모형에서의 

마진율의 척도로 정의한다. 자칫 모형과 실증 분석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즉, 앞 절의 한국

의 마진율 제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자기신용융자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

고, 증권유통금융은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적

용되는 마진율은 각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구하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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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 따라서 거래증거금률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증권유통금융 방식

을 선택하고 현재 모형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행동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𝛽𝛽 는 증거금률 𝑚𝑚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계수에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정 계수의 제약이 있는 회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y는 개별 기업의 초과수익률, x는 유가증권시장 수익률에서 콜

금리를 차감한 것을 사용한다. 무위험 수익률 변수로 콜금리 자료40를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시장 참가자가 모두 기관 투자자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콜금리라고 가정한다. 자

료의 수집과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서술한다.  

모든 위험은 분산으로 헷지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과 헷지할 수 있는 개

별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뉜다. CAPM모형에서는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를 체계적 위험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나 법인세, 

이자율 등의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요인들은 분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쇄되

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요소들이 체계적 위험이 된

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각각이 개별 

주식의 초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부분은 직교 

분리될 수 있다. 이후의 실증 분석 부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대표 기업의 주

식을 개별 주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규모가 크

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경기국면이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과 잔차가 서로 직교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잔차와 직교인 도구변수를 찾

아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직교 조건을 이용한 일반화

                                       

40 금융기관 CP나 CD 금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기 운용자금에 적용되는 증거금률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운용자금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콜금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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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률 추정 방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해서 베타 계수와 

마진제약의 라그랑지 승수를 추정한다. 먼저 도구변수의 직교 조건을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𝐸𝐸[𝑅𝑅𝑧𝑧𝑖𝑖] = 0, 𝑖𝑖 = 1,2 (３-23) 

 

𝑧𝑧𝑖𝑖는 잔차와 직교인 도구변수를 나타낸다. 식 (3-23)의 양변에 도구변수를 

곱하고 기댓값을 취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𝐸𝐸[𝑦𝑦𝑧𝑧1] = 𝑠𝑠(1 − 𝛽𝛽)𝐸𝐸[𝑚𝑚𝑧𝑧1] + 𝛽𝛽𝐸𝐸[𝑥𝑥𝑧𝑧1]  

 𝐸𝐸[𝑦𝑦𝑧𝑧2] = 𝑠𝑠(1 − 𝛽𝛽)𝐸𝐸[𝑚𝑚𝑧𝑧2] + 𝛽𝛽𝐸𝐸[𝑥𝑥𝑧𝑧2] (３-24) 

 

두 계수 a와 β에 대해 두 개의 선형 방정식이 도출되었다. 식 (3-24) 중 

첫 번째 식의 양변에 E[m𝑧𝑧2]를 곱하고 아래 식의 양변에 E[m𝑧𝑧1]을 곱한 뒤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β계수의 추정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식이 도출된다. 

즉, β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𝛽𝛽 =
𝐸𝐸[𝑦𝑦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2] − 𝐸𝐸[𝑦𝑦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1]
𝐸𝐸[𝑥𝑥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2] − 𝐸𝐸[𝑥𝑥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1] 

(３-25) 

 

이번에는 a 계수를 구하기 위해 위 식의 양변에 E[x𝑧𝑧2]를 곱하고 아래 식의 

양변에 E[x𝑧𝑧1]를 곱해준다.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 공

통적인 부분을 지우고 위에서 구한 β값을 대입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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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𝑠 =
(𝐸𝐸[𝑥𝑥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2]−𝐸𝐸[𝑥𝑥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1])(𝐸𝐸[𝑦𝑦𝑧𝑧1]𝐸𝐸[𝑥𝑥𝑧𝑧2]−𝐸𝐸[𝑦𝑦𝑧𝑧2]𝐸𝐸[𝑥𝑥𝑧𝑧1]) 

(𝐸𝐸[𝑥𝑥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2]−𝐸𝐸[𝑥𝑥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1]−𝐸𝐸[𝑦𝑦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2]+𝐸𝐸[𝑦𝑦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1])(𝐸𝐸[𝑚𝑚𝑧𝑧1]𝐸𝐸[𝑥𝑥𝑧𝑧2]−𝐸𝐸[𝑚𝑚𝑧𝑧2]𝐸𝐸[𝑥𝑥𝑧𝑧1])
  

                 

(3-26) 

 

a 계수의 추정치를 구할 때 β 계수의 추정치를 대입했던 것과 달리 β 계수

의 추정치는 a 계수의 추정치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 a 

계수와 β 계수를 구하고 나면 본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구

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의 결과로 알고 싶은 것은 마진율과 시장프리미엄의 계

수이다. 위 회귀식에서 a(1-β)가 마진율의 계수, β 가 시장프리미엄의 계수이

다. 특히 마진율의 계수는 모형에서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가 된다. 아래에

서는 두 가지 계수의 추정 결과값을 종목별로 비교한다. 

아래의 표 3-2에는 총 6개 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와 베타계수 추정값이 정리되어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는 각각 0.4255와 0.2265로 삼성전자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의 

크기가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커진다.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

가 양수라는 것은 마진제약이 강화될수록 두 종목의 개별 초과수익률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증거금을 납부해야하는 투자자일수록 보다 안

전하게 투자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초과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혹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이 높을수록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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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2] 추정 결과 

종목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 베타계수 

삼성 전자 0.4255 1.0636 

SK하이닉스 0.2265 1.2239 

포스코 -0.0327 0.9586 

현대제철 -0.0391 1.4389 

KB금융 0.1122 1.1143 

신한지주 0.3414 1.0263 

 

또한 두 경우 모두 베타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난다. 베타 계수는 시장수익

률의 변동에 개별 종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시장보다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강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의 경우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가 음수로 나타났다. 또한 그 절대값도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다. 이는 철강 산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마진제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대제철의 경우 베타계수가 1보

다 크지만 포스코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초

과수익률이 시장 전반 수익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 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의 마진율 계수가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 즉 기관투자자의 증거금 비율이 클수록 해당 종목

의 수익률은 높게 나타난다. 베타계수에 있어서는 두 기업 모두 1보다 큰 값

을 보여 시장 전반 수익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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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5] 신용융자잔고와 주가지수 

 
 

제２항 통화정책과 신용융자잔고의 주식가격효과 

 

그림 3-5는 신용융자잔고와 코스피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했으며 분석의 편의

를 위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시기의 값들을 변환했다. 신용

융자잔고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을 보면 신용융자잔고가 증가할수록 주가지수도 높아지는 비례 관계에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지수에 비해 

신용융자잔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 이 신용융자를 받

아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주식 가격을 상승

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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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３-6] 신용융자잔고비중과 주가지수 

 
 

다음으로는 신용융자잔고가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1을 구한 후에 마

찬가지로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

점도는 그림 3-6과 같이 그려진다. 신용융자잔고 액수로 보면 작년 1월에 비

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시가 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값으로 살펴보면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 대비 신용

융자잔고와 코스피도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𝑅𝑅2값이 0.3368로 더 작게 

나타난다.  

 

                                       
41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중에서 신용융자잔고가 차지하는 비율로도 구해보았지만 시가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신용융자잔고만으로 구한 산점도와 다르게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고 했으나 GDP는 월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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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7] 통화량과 신용융자잔고 

 
 

그림 3-7은 통화량과 신용융자잔고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유동

성 제약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통화량42을 살펴보았다. 통화량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본원통화

(평잔)를 사용했다. 통화량이 1일 때를 기준으로 U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통화량이 작년 1월보다 많았던, 즉 X축 값이 1보다 큰 시기는 작년 2020년 2

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매수를 위한 대출로 이어졌

                                       
42 기준 금리는 대상 기간 동안 크게 변화가 없었다. 또한 중앙은행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

지 유지해오던 1.75%의 기준금리를 1.5%로 낮추었을 때 신용융자잔고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중앙은행

은 기준금리를 설정해두고 본원통화가 기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원 통화와 신용융자잔고 규모의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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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매물이 부족한 상태

로 적절한 투자처가 될 수 없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대신 

주식 시장으로 몰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정책의 결과 유동성 장세가 이어

지고 이렇게 늘어난 본원 통화는 주식 시장과 가계 대출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크게 증가한 신용융자잔고 규모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X축이 1보다 작으면서 Y축이 1보다 큰 점들은 2018년 1월부터 2018

년 9월까지에 해당하는 점들로, 시중에 풀린 돈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투자

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한 것을 보여준다. 2018년의 주식시장은 

‘남북경협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관

계 개선이 나타나면서 경제협력주가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등장했고, 특히 

도로∙철도∙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분기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에서 볼 수 있듯 바이

오 업종이 큰 인기를 끌었다. 바이오로직스는 연초에 비해 주식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3분기에 테마주가 실종되면서 애널리스

트 등 증권 전문가가 말하는 증시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신용융자잔고는 3분

기까지는 규모를 유지하다가 4분기부터 줄어들었다.  

정리해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신용융자거래에 영향을 주

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금리를 낮은 수준으

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와 신용융자잔고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는 통

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리를 유지하는 대신 이 금리를 

목표 수준에 유지하도록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통화량을 공급하게 된

다. 중앙은행이 2020년부터 0.5% 기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본원 통화를 크

게 늘리게 되고 이것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 수요를 마련해준 것이



 

154 

 

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본원 통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용 자료는 본원통화가 현금통화인

지 혹은 중앙은행의 대 예금취급기관 부채인지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식 시장 자금 수요를 뒷받침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추

론해볼 수는 있지만 자료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

화정책이 신용융자잔고 규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여기

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３항 마진제약을 반영한 투자자 감성모형의 추정 

 

마진제약을 반영한 투자자 감성 모형을 생성한다. 이를 위해 앞 장에서 도

출한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한 주가수익률 모형을 차용한다. 기본적으로 제한

적 합리성이 반영된 주가수익률 모형에 마진제약을 추가하여 제한적 합리성

의 효과를 반영한다. 본 장에서는 엄밀한 모형의 도출 대신 기존 모형을 추정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는 산업별로 나누어서 계수를 따로 추정했지

만, 여기에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코스피 증가율을 수익률로 삼는

다. 따라서 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요인을 포함시켰을 때 계수가 어떻게 변

하는지, 그리고 마진제약과 비교했을 때 제한적 합리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

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뉴스심리지수의 효과를 기존 모형의 추정식에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추정

식이 나타난다. 앞 장의 추정식에 제한적 합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𝛾𝛾𝑛𝑛이 포

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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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α + a�1 −β�𝑚𝑚1 + 𝛽𝛽𝑥𝑥 + 𝛾𝛾𝑛𝑛 + 𝑅𝑅 

α = a(1 −β)𝑚𝑚2 

 

𝑚𝑚1은 거래증거금률, 𝑚𝑚2는 증권유통금융에서 신용융자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담보유지비율을 가리킨다. 또한 n은 비관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거래

소 증거금 관리지침에서 증거금률을 계산할 때 설정하는 대상 기간은 60일, 

120일, 250일로 비교적 짧은 시기이다. 따라서 거래증거금률은 즉각적인 변동

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별 뉴스심리지

수를 비관지수의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단,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는 긍정 

문장의 개수에서 부정 문장의 개수를 뺀 것으로 정의되므로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사용했다. 계산한 거래증거금률과 비관지수는 초과수익률 실현된 날로

부터 1일 이전의 값을 사용하여 두 변수가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종속 변수는 코스피 지수의 로그 차분에서 콜금리를 뺀 값을 사용했으며, 

추정을 통해 거래증거금률 𝑚𝑚1과 비관지수 𝑛𝑛의 계수를 구하였다. 𝑚𝑚2의 값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수처럼 기능하게 된다. 특

정 산업의 수익률을 사용하는 대신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을 보는 데는 적합하지만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연구 부분에서 추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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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3] 투자자 감성모형의 추정 결과(전 산업) 

요인 계수 

마진제약 0.046(0.003) 

비관지수 -0.001(0.03) 

 

위 추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3-3에 정리되어있다. 마진제약과 

비관지수가 유가증권시장의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각각 0.046, 

-0.001로 나타났다. 비관지수에 비해 마진제약의 영향의 크기는 40배 이상

으로,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관지수는 그 수치가 클

수록 초과수익률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기 때

문에 비관지수가 높다고 해도 초과수익률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두 변수

의 p-value는 각각 0.003, 0.03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의 수익률은 마진제약과 비관지수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부터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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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절  결론 

 

제１항 연구 결과 요약 

 

본 장에서는 마진제약을 반영한 CAPM모형을 추정하였다. 대표적인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초과 수익률에 대한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와 베타계

수를 추정한 결과, 포스코를 제외한 모두가 베타계수 값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진제약 라그랑지 승수는 철강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값

을 보였다. 결국 마진제약을 높여 과도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높은 초과수익률을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뉴스심리지수를 사용하여 투자자 감성을 반영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비관지수에 비해 마진제약이 초과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진제약의 영향이 40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제２항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본 장에서 설명한 연구의 한계점 및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는 크게 네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추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자세하게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선택하여 이들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분석을 실시한다. 패널 분석은 기

본적으로 Baker-Wurgler(2006)의 방법론을 따른다. 즉, 이들의 롱숏 포트폴리

오 전략 분석 방식을 따르되, 신용융자 마진 변수를 추가하여 이것이 롱숏 포

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를 설명하

기 위한 변수도 추가하고, 이 경우 롱숏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설명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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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나타내는 변수 역시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하

게 다룰 예정이다. Baker, Wurgler(2006)와 달리 본 논문에서 심리지수는 직접 

작성한 것을 사용하므로 심리지수의 대용변수는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장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를 

사용했는데, 뉴스심리지수 대신 1장에서 소개한 재귀적 신경망 방식으로 만들

어진 심리지수를 사용해볼 수 있다.  

또한, 마진제약이 반영된 감성분석 모형을 직접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한 주가수익률 모형을 응용하였지만 후속연구에

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를 상정하고 마진 제약이 존재할 경우 해

당 투자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밝힌

다. 이는 추정 작업에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여기

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외에 일별 자료로 구한 추정 결과가 월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정 결과가 특정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 기간을 늘렸을 때 추정 결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

한다. 본문에서는 추정 기간이 2019년 3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였

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추정 기간을 늘렸을 때의 결

과를 확인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5월 액면분할을 실시하였기에 

액면 분할 이전과 이후의 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10

년 1월 2일부터 2018년 5월까지를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전 기간, 그 이후부

터 2021년 3월 16일까지를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 기간으로 두고 두 기간

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눈 것과 2010년 1월부

터 2021년 3월까지 전체 기간 동안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에는 신용융자 외에 신용대주도 존재한다. 비록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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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신용대주의 규모가 작지만 활용되고 있고 잠재적으로 이용률이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신용거래제도와 유가증권시장

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신용융자와 신용대

주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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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A 자료 수집과 생성 

 

3절의 추정 결과에 사용된 자료는 마진제약에 관련된 자료와 주식 시장 자

료, 그리고 금융 자료로 나뉜다. 거래증거금률은 주가지수를 가지고 직접 계

산했으며, 신용융자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내려받아서 사용

했다. 주가지수와 신용융자잔고 모두 유가증권시장만을 대상으로 했다. 주식 

시장 자료에 해당되는 주가지수(KOSPI)와 시가총액은 통계청 홈페이지의 주식

시장(일별) 항목을 선택하여 구했다. 한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

철, KB금융, 신한지주의 주식가격은 거래소 홈페이지의 정보데이터시스템 페

이지를 이용했다. 정보데이터시스템 페이지의 주식 항목에는 개별종목 시세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위 항목이 있다. 종가 기준의 주식 가격은 일별과 월

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페

이지를 통해서 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별 1일(overnight) 물 콜금리를 다운로

드 받아서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동일 시기에 대해 월별로도 제공하고 있

었다. 콜금리는 월별 자료의 경우 담보와 무담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실증 분석 시에는 무담보 콜금리(전체) 항목을 사용했다.   

거래증거금률은 코스피지수의 측정기준시점부터 과거 300일의 가격변동성 

중 가장 큰 값으로 구했다. 가격변동성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의 절대값을 작

은 수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이중 99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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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B 마진 척도의 대용 변수-신용융자잔고비중 

 

이번에는 마진율의 대용변수로 거래증거금률 외에 신용융자잔고비중을 포

함시켜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 간단한 결과 확인을 위해 반도체 산업의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선형회귀방정식에 거래증거금율과 신용융자

잔고비중을 포함시킨다. 거래증거금률만을 마진율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개

별 종목의 수익률에 회귀했을 때는 모두 5%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p-value가 0.0118이었고, SK하이닉스는 0.0059였다. 하

지만 거래증거금률에 신용융자잔고비중을 추가한 값을 개별 종목 주식수익률

에 회귀하면 신용융자잔고비중 변수는 5%내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된다. 삼성전자 수익률에 회귀했을 때 신용융자잔고비중의 p-value는 0.24가, 

SK하이닉스 수익률에 회귀했을 때는 0.08이 보고되었다. 이로써 신용융자잔고

비중은 반도체 산업 개별 주식 수익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거래증거금률은 사용하지 않고 신용융자잔고비중만을 마진율의 

대용변수로 삼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다. 신용융자잔고비중과 시장포트폴리

오 초과수익률 두 개 변수를 각각의 종목 주식 수익률에 회귀하게 되면 마찬

가지로 5%내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삼성전자의 주식수익률에 

회귀한 결과, 신용융자잔고비중의 p-value는 0.82, SK하이닉스의 주식수익률에 

회귀했을 때는 p-value가 0.525가 나온다. 이는 신용융자잔고 비중만으로 개

별 종목의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신용

융자잔고비중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

이지만 실제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두 기업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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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C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조(금융투자업) 2항.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

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6조(금융투자업) 3항.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

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7장 증권의 대차거래  

제5-25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

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

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

함한다) 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기준(2018.02.12 제정)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99조의

15 및 별표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94조, 제 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액 산출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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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9.23) 

제 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 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

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

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정 

2013.9.17 2017.2.23>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개정 2013.2.5>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

으로 정하는 경우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개정 2013.12.4> 

가. 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

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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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

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

당하는 자 <개정 2016.6.28>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16.6.28>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4.6) 

제 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

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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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

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

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

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

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

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

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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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

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

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

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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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12 Banks and Banking / Chapter II 

Federal Reserve System  

Subchapter A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Part 220 Credit by Brokers and Dealers(Regulation T)  

Section 220.12 Supplement: margin requirements 

 

The required margin for each security position held in a margin 

account shall be as follows: 

(a) Margin equity security, except for an exempted security, money 

market mutual fund or exempted securities mutual fund, warrant on a 

securities index or foreign currency or a long position in an option: 5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the security or the percentage set 

by the regulatory authority where the trade occurs, whichever is 

greater. 

(b) Exempted security, non-equity security, money market mutual 

fund or exempted securities mutual fund: The margin required by the 

creditor in good faith or the percentage set by the regulatory authority 

where the trade occurs, whichever is greater. 

(c) Short sale of a nonexempted security, except for a non-equity 

security: 

(1) 15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the security; or 

(2) 10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if a security exchangeable 

or convertible within 90 calendar days without restriction other than the 

payment of money into the security sold short is held in the account, 

provided that any long call to be used as margin in connection with a 

short sale of the underlying security is an American style option issued 

by a registered clearing corporation and listed or traded on a registered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with an exercise price that does not exceed 

the price at which the underlying security was sold short. 

(d) Short sale of an exempted security or non-equity security: 10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the security plus the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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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by the creditor in good faith. 

(e) Nonmargin, nonexempted equity security: 10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Reg. T, 63 FR 2827, Jan. 16, 1998] 

 

FINRA Rules  

4000. Financial and Operational Rules / 4200. Margin / 4210. Margin 

Requirements(현재 유효한 버전 2016.12.15~2021.10.26) 

 

(b) Initial Margin 

For the purpose of effecting new securities transactions and 

commitments, the customer shall be required to deposit margin in cash 

and/or securities in the account which shall be at least the greater of: 

(1) the amount specified in Regulation T, or Rules 400 through 406 of 

SEC Customer Margin Requirements for Security Futures, or Rules 

41.42 through 41.49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CEA"); or 

(2) the amount specified in paragraph (c) of this Rule; or 

(3) such greater amount as FINRA may from time to time require for 

specific securities; or 

(4) equity of at least $2,000 except that cash need not be deposited in 

excess of the cost of any security purchased (this equity and cost of 

purchase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when distributed" securities in a 

cash account). The minimum equity requirement for a "pattern day 

trader" is $25,000 pursuant to paragraph (f)(8)(B)(iv)a. of this Rule. 

Withdrawals of cash or securities may be made from any account 

which has a debit balance, "short" position or commitments, provided it is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T and Rules 400 through 406 of SEC 

Customer Margin Requirements for Security Futures and Rules 41.42 

through 41.49 under the CEA, and after such withdrawal the equity in 

the account is at least the greater of $2,000 ($25,000 in the case of a 

"pattern day trader") or an amount sufficient to meet th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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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requirements of this Rule. 

(c) Maintenance Margin 

The margin which must be maintained in all accounts of customers, 

except as set forth in paragraph (e), (f) or (g) and for cash accounts 

subject to other provisions of this Rule, shall be as follows: 

(1) 25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all margin securities, as 

defined in Section 220.2 of Regulation T, except for security futures 

contracts, "long" in the account. 

(2) $2.50 per share or 10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whichever amount is greater, of each stock "short" in the account selling 

at less than $5.00 per share; plus 

(3) $5.00 per share or 3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whichever amount is greater, of each stock "short" in the account selling 

at $5.00 per share or above; plus 

(4) 5 percent of the principal amount or 3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whichever amount is greater, of each bond "short" in the 

account. 

(5) The minimum maintenance margin levels for security futures 

contracts, "long" and "short", shall be 2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such contract. (See paragraph (f)(10) of this Rule for other 

provisions pertaining to security futures contracts.) 

(6) 100 percent of the current market value for each non-margin 

eligible equity security held "long" in th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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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inancial Market 

model with Bounded Rationality 
 

Jisoo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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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mall papers on the financial 

market model reflecting limited rationality. Chapter 1 deals with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sentiment of economic agents toward 

macroeconomics. Recently,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macroeconomics 

reflecting limited rationality, various analysis methods that indexed the 

sentiment contained in the vocabulary were developed and presented. In 

this study, the techniques of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are used 

to create a measure of pessimism or optimism about the macroeconomic 

situation of private economic agents and a measure of perception of the 

basics of economic policy, including monetary policy. Here, we propose a 

new method of creating a measure of the macroeconomic psychology 

index using the recursive neural network method. Specifically, we 

present a specific case analysis that can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ntiment analysis based on lexicon for each morpheme and that of 

the recursive neural network method. The economic senti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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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in this chapter using Korean data reveals that there is 

independent information on macroeconomic conditions that is not 

included in Bloom'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re is less volatility compared to the Bank of Korea's news 

psychology index is because bounded rationality is reflected in the 

macroeconomic sentiment index in this chapter.  

Chapter 2 shows the effect of news on future stock returns in two 

ways: a theoretical model and an empirical analysis. The predictability of 

stock returns, a typical characteristic of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by subsequent empirical analysis. Many academic 

studies, including Shiller (2007, 2014) and Garcia (2013), argue that the 

existence of investors with bounded rationality is the cause of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at do not match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However, there is little discussion that news can help predict 

future stock returns while presenting an explicit micro-based 

optimization model. Chapter 2 develops an optimized portfolio selection 

model to show that the macroeconomic sentiment index described in 

Chapter 1 affects future stock returns. In addition, using Korean data, 

booms and recessio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gime switching 

probability,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predictability of returns varies 

according to economic fluctuations.  

Finally, Chapter 3 analyzes the case where investors with bounded 

rationality face margin constraint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number of capital asset pricing models that reflect the role of securities 

finance have been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he determination of 

stock returns and the security market line were analyzed using the 



 

174 

 

capital asset pricing model reflecting the effect of the initial margin. In 

this chapter, the determination of stock returns and the security market 

line are analyzed using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that reflects the 

effect of exchange margin. The results of applying the excess return 

determin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chapter to major industries in 

Korea are as follows. (1) The value of the beta coefficient is greater 

than 1. (2) Margin constraints applied to institutional investors 

effectively exist. This conclusion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margin 

constraints using US data. 

 

Keywords : Bounded Rationality; Machine Learning; Recursive Neural 

Network; Return Predictability; Portfolio Optimization Model; Margin 

Constraint; Capital Asset Pricing Model  

Student Number : 2018-3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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