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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cut implemented 
in 2019 on the liquidity of the stock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tting the transaction tax rate affects trading volume rather than spread or price. 
Additionally, this liquidity improvement more strongly affects low liquid stocks in the period 
before the transaction tax rate cut. Second, in low liquid stocks that showed effects in trading 
volume, individuals and foreigners took the leadership in overall trading. Third, liquidity 
improvement persisted not only in the short term immediately after the transaction tax rate 
cut, but also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sample period.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the 
differing effect of the transaction tax on improving liquidity by liquidity level and a limited 
effect in low-liquidity stocks. As investors trading low-liquidity stocks with high tax elasticity 
were sensitive to the burden of transaction costs, the effect of transaction tax cuts was strong, 
while such effects could not be found in stocks with high liquidity. These empirical result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evel of transaction costs and the method of setting 
as a means to revitalize market liqu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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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인하에따른주식시장의

유동성변동효과분석*

2)

 이 우 백 (한국방송통신 학교교수)
**

< 요 약 >

본 연구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실효성을 

평가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 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  유동성보다는 거래 과 회 율과 같은 양  유동성에 해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한 양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거래가 

조했던 종목들에 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양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 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반 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 

직후부터 표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 다. 즉, 거래세가 유동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유동성 종목에서 제한 으로 발생함을 보여 다. 조세 탄력성이 높은 유동성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에 민감하므로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실증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한 

수단으로 거래비용 수 과 책정 방식에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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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증권거래세(STT; securities transaction tax)의 

0.05%포인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질  수 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자본시장 과세 정책에 한 실증  시사 을 도출한다. 

1963년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1971년에 폐지된 후에 1978년에 

재도입되었으며, 1996년에 개정된 증권거래세율이 2019년 5월까지 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원래 주식 양도소득세의 안으로 도입되었지만, 투자손실에도 부과되는 과세의 성격과 

논란과 이 과세 문제를 가진다.1)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 가 확 되는 추세에 따라 세수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권거래세제의 

국제  정합성과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한 방안으로 지속 으로 거론되었다. 

해외 국가들의 증권시장 정책에서 거래세를 과세근거로 강조된 배경으로는 거래세 부과가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해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융거래세 도입을 최 로 제안한 Keynes(1936)는 투기  거래는 과도한 변동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 이 세후 기 수익률을 낮추어 단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 한다. 그러나 가격발견과정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장미시구조

(market microstructure) 분야의 실증 연구들에서는 거래세 부과에 한 실효성을 일 성있게 

입증하지 못하며, 반  효과를 제시한 연구 결과들도 혼재되어 있다. 이는 거래세 부과가 가격발견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투기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거래도 축시키므로 

체 유동성을 해하며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가격 효율성을 해하고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게 거래세 도입이나 기존 거래세의 세율 인상 후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했다는 실증 결과보다 변동성에 유의 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들은, 1990년 를 후하여 여러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한 계기가 되었다(Kupiec, 1996; 

Lo et al., 2004). 

시장미시구조 측면에서 거래세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명시  거래비용으로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을 경감시키며 유동성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 제고는 가격발견과정을 효율화하여 반 인 시장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창출한다. 한 물시장의 거래비용의 크기는 생상품을 연계한 차익거래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생상품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물시장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부과를 통해 주식시장에 미친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그 효과의 유의성에 해 일 된 결과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다(Pomeranets and Weaver, 2018; Colliard and Hoffmann, 2017; Umlauf, 1993; 

Liu, 2007; Cho and Wang, 2006) 본 논문의 배경은 이러한 증권거래세 과세 정책 효과에 

한 이론·실증  논의에서 출발한다. 

1) 정식 용어는 증권거래세이지만, 지분증권인 주식의 매도에만 부과되며 채무증권인 채권의 매도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질 으로는 주식거래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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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세 조 이 시장의 질  수 에 가져올 순효과는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s)와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s)  어느 효과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Song and Zhang, 2005; Colliard and Hoffmann, 2017). 유동성 효과는 거래세 부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확 되어 가격발견기능이 감소하는 효과이다(Schwert 

and Seguin, 1993; Rühl and Stein, 2014; Meyer et al., 2015). 구성효과는 거래세 부과로 

투기  거래의 비 이 감소하면, 가격발견기능이 강화되고 변동성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세 부과에 따라 유동성 효과가 구성효과를 지배한다면 정보에 기반한 투자자들은 

유동성 감소에 응하여 거래활동이 축되고, 이에 따라 변동성이 확 되는 가격의 효율성은 

감소한다. 아울러, 거래세의 효과는 시장의 유동성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 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거래세 부과 수 이 높아질 경우 투기  거래를 감소시켜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반면,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오히려 변동성이 확 될 수도 

있다(Subrahmanyam, 1998; Dupont and Lee, 2007). 한 거래세 부담 강화 정책의 효과는 

부담 완화의 효과와 비 칭 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 증권거래세 과세 정책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세특례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상에 한 비과세 정책이 시장의 질  수 에 미친 효과들을 다루고 있다. Yang 

and Jang(2015)과 Lee and Park(2020)은 2010년 이후에 시행된 공모펀드 비과세 정책과 

우정사업본부에 한해 지정된 증권거래세 비과세 정책이 차익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분석했다. 

Lee et al.(2017)과 Kang et al.(2020)은 시장조성자에 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 정책이 조세 

재정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검증했다. 한편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도입이 

2016년에 생상품시장에 도입된 효과를 분석한 Jeon and Yoon(2017)은 생상품시장의 질  

수 을 해할 만큼의 큰 왜곡을 래하지 않았으며, 미니 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과세 이벤트는 

시장 체에 해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효과를 검증하므로, 선행 연구들이 다루었던 

특정 거래주체들에 한시 으로 시행된 면제의 효과를 분석한 상과 다르다. 본 논문의 동일한 

연구 주제로 Lee(2020)가 유일하지만, 시장 체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이 큰 형주 주로 

표본을 선정했기 때문에 상 표본으로부터 체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변동의 효과는 기존의 유동성이 낮은 소형 종목들에서 탄력 으로 발생

하지만, 이미 유동성이 높은 형주 기업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하더라도 유동성의 증가 

효과는 상 으로 높지 않을 수 있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시장 

체 종목들의 유동성 수 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활성화에 미친 횡단면  차이를 

검증한다는 목 에서 Lee(2020)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설명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된 2019년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질  측면에서 유동성을 제고하는가에 해 을 두고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학술 ·정책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체에 용되는 증권거래세의 변경의 

효과를 측정한 실증  연구이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가늠하여 융과세 

정책의 효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거래세가 폐지되었거나, 거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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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융 세제를 부과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증권거래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행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기 으로 주변 국가인 국·홍콩·

태국(0.1%), 만(0.15%)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 융

시장보다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 확 로 인한 경제  이 과세 

부담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조세 정책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는 첫째, 2019년도의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은 상 종목의 거래활동을 포함한 유동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 둘째,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이 유동성에 미친 효과는 시장과 종목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해서는 다음 연구내용  방법에서 세부 주제별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세율 인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 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  유동성보다 거래 과 회 율과 같은 양  

유동성을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한 양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거래가 조했던 종목들에 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양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 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반 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한 직후의 단기는 물론, 표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는 거래세 인하가 거래비용  특성에서 유동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횡단면 으로 차별 이면서,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유동성 종목에서 제한 으로 

발생함을 보여 다. 

이하에서 개될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내용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 그리고 효과 평가에 사용될 유동성의 측정치들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된 후 기간에서 유동성이 변동한 효과를 실증 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  시사 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표본과유동성측정치

2.1 증권거래세 인하 이벤트와 표본기간

본 연구의 이벤트 사례인 2019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는 2019년 3월에  신 융 

추진방향에서 발표된 후, 5월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부터 주식 양도분에 해 

용되었다. 후속 으로 2020년 6월에  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7월의 세법개정안에서도 

2021년에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발표되었다.2) 정부는 이와 같은 단계  증권거래세 인하 

2)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외에도 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고되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 2023년부터는 “ 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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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 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표 1>에는 이러한 증권시장별 단계별로 거래세율 인하 수 과 시행 시기가 요약되어 있다. 

1차 인하는 2019년 6월 3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매도 액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로 0.05%포인트 인하되었다. 2차 인하는 2021년부터는 0.02%포인트 인하된 

0.08%로 용되며, 3차 인하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0.08%포인트가 인하되어 완 히 폐지될 

정이다. 그러나 증권 매도 액에 부과되는 목 세인 농어 특별세의 세율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계없이 행 세율인 0.15%가 유지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순수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2023년부터 ‘0’으로 면제되며, 주식거래에는 농어 특별세인 0.15%만을 부담하게 된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율만 부과되며, 거래세율이 용되는 기간과 인하폭은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증권 매매시 용되는 총거래

세율은 2019년 6월 3일부터 3년 7개월 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1/2 수 까지 인하된다. 본 논문의 

부록에는 거래세 외에도 명시  거래비용인 주식거래수수료에 한 기 액별 수수료율의 

통계치가 제시된다. 2021년 기  주식거래수수료율 평균을 거래세율과 비교할 때, 거래세는 

오 라인 평균 거래수수료보다 렴하지만 기 액이 소액인 10만 원에서 거래세는 온라인 

거래수수료보다 높은 수 이다. 따라서 거래 액규모에 계없이 부과되는 고정 거래세율과 달리, 

온라인 거래수수료율의 평균치는 기 액 규모가 클수록 할인되므로 상 으로 거래규모가 

큰 주식보다 거래규모가 낮은 주식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거래비용의 감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표 1> 증권거래세율 인하 경과 및 시행

(단  : %)

시장 세목

2019년 

6월 3일 

1차 인하 2차 인하 3차 인하

2019년 6월 3일～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시장 농어 특별세 0.15 0.15 0.15 0.15

증권거래세 0.15 0.10 0.08 0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0.30 0.25 0.23 0.15

출처: 증권거래세 인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5.21.).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7.22.).

본 연구의 체 표본기간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 ‘1차 인하’가 시행된 2019년 6월 3일을 기 으로 각각 5개월 ·후 기간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총 204거래일이다. 하  표본기간은 거래세율이 인하된 

소득”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상 융투자상품(증권과 생상품)으로부터 실 된 모든 소득이 과세

상이 된다. 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되어 발생하고, 융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되며, 모든 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 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월공제 기간은 당  3년에서 5년으로 확 하기로 했으며, 기본공제 액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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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을 기 으로 기존의 거래세율이 용되었던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01거래일을 ‘거래세율 인하  기간(pre period)’으로, 거래세율이 인하된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03거래일을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post period)’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표본기간은 1차 인하 기간과 2차 인하 기간에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pandemic)의 외생  향력이 주식시장 유동성에 미칠 향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융 당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지했으며, 이러한 공매도 지 

정책의 효력은 2021년 5월 2일까지 지속되었다. 공매도 지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증시자 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소  ‘동학개미’ 상은 공매도 거래의 투자자간 차별  장벽이 해소되어 

유동성에 향을 미친 요인의 에서 분리해야 한다. 한 정부가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펀딩유동성(funding liquidity)을 확 하여, 시장유동성을 활성화한 효과가 지속한 기간도 

표본기간에서 배제해야 한다.3) 

<그림 1>은 표본기간인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일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추이를 보여 다. 두 시장의 지수 모두 동행 인 패턴이 찰된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  4월 순까지 상승하다가, 거래세율 인하 시 인 6월 3일까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4) 두 지수는 거래세율 인하일부터 단기간에 상승했지만 8월 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형 바이오주의 주가 락과 미·  무역 갈등 격화 등이 겹치면서 표본기간 내에서 

최 치를 보인다음 지속 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 다. 

<그림 1> 표본기간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추이 

3) 한국은행은 2020년에 기 리를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의 

무제한 매입과 채권시장의 안정을 한 국고채 매입으로 33조 9,300억 원이 시 에 공 되었다.

4) 거래세율 인하  기간동안 코스피의 최고치는 4월 16일의 2,248.63이며, 코스닥지수의 최고치는 

이보다 2일 인 4월 12일의 767.85 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는 미국이 8월 5일에 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코스피의 최 치는 8월 7일 1,909.71로 2016년 2월 1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2,000 아래로 하락했다. 코스닥지수 한 코스피의 최 치 거래일의 하루 인 8월 6일에 551.5로 

최 치를 기록했으며, 8월 5일에는 매도사이드카가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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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본종목 선정

분석 상으로 선정된 표본종목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표본기간에 신규 상장이나 

폐지 없이 204거래일 동안 상장 상태가 지속된 종목들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표본종목은 896 

종목이며, 코스닥시장의 표본종목은 1,288종목이다. 

2.3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는 표본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선정된 표본종목에 

해 유동성 측정에 필요한 종목의 일별 거래자료와 호가자료이다. 거래자료는 Fnguide사의 

DataGuide5로부터 추출했으며, 호가자료는 한국거래소가 외부에 공개 으로 매하는 통계

시스템으로부터 입수했다.

2.4 유동성 측정치 

분석의 지표로 사용될 유동성 측정치들은 선행연구인 Yang(2012), Ahn et al.(2018), Goyenko 

et al.(2009) 그리고 Lesmond(2005)를 참고하여 일별 수 에서 측가능한 빈도 거래 자료(low 

frequency data)에 기반한 측정치들을 선정했다. 이러한 유동성 측정치에는 거래 과 거래량

회 율, Amihud 비율과 같은 거래활동 기반의 유동성과 호가스 드와 같은 공  측면 유동성 

측정치로 분류된다. 

2.4.1 거래대금

거래 (trading value)은 증권거래세의 과세 상이면서 화폐  거래량 측면의 유동성 

측정치이다. Chordia et al.(2001)은 거래 을 거래활동(market activity)의 지표로써, 유동성과 

구분되는 변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2.4.2 회전율(turnover)

회 율()은 식 (1)과 같이 당일의 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  값으로 거래자들이 평균

으로 체 주식수에 해 얼마나 빨리 그들의 포지션을 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측정치이다. 

회 율은 유동성의 속성을 내포하지만, Chordia et al.(2001)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거래 과 

같이 유동성에 향을 미치는 별도의 거래활동으로 악하며, Baker and Stein(2004)에서는 

투자자의 심도의 용치로 사용되기도 했다.

 

 
(1)

2.4.3 Amihud 측정치

식 (2)의 Amihud의 비유동성 측정치()는 일간 수익률의 값을 일간 거래 으로 

나  값의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이는 가격충격(price impact)을 포착하기 한 

척도로써, 직 으로 거래 이 가격 변동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도록 설계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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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낮을수록, 거래체결 흡수력이 낮아서 가격변동폭이 크므로 Amihud의 측정치가 높으며 

반 로 이 측정치가 낮을수록 유동성은 높다고 단한다. Yang(2012)와 Ahn et al.(2018)은 

Amihud 측정치를 고빈도 측정치를 체할 수 있는 효과 인 빈도 유동성 측정치로 보고한다.

  


  






(2)

2.4.4 H-L 스프레드

Corwin and Schultz(2012)가 제시한 H-L 스 드는 일 자료와 같은 고빈도자료가 아닌 

일별 고가(high price)와 일별 가(low price)를 이용하여 호가스 드의 용치로 측정한다. 

이는 일별 고가는 주로 매수주도 주문으로 결정되고, 일별 가는 매도주도 주문으로 결정되므로 

H-L 스 드에 내포된 고가- 가 비율은 호가스 드와 변동성을 반 하기 때문이다. 식 

(3)에서 
 은 t일과 t+1일의 2일의 고가이며,  

 은 역시 같은 기간의 가이다. 

  
  



 


 


    


 


 (3)

 

 






   



 

2.4.5 호가스프레드(quote spreads)

호가스 드는 당일 매매시간의 최종 시각에 측정된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

() 간 차이를 양 호가의 간값으로 표 화한 측정치이다. 실무와 학계에서 간주하는 암묵  

거래비용(implicit transaction cost)의 용치인 호가스 드는 낮을수록 유동성의 질이 높다고 

해석된다. Chung and Zhang(2014)는 식 (4)의 최종 호가스 드가 일  스 드는 물론, 

다른 빈도자료 기반의 유동성 측정치의 효율  용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실증 으로 보 다.

   

  
(4)

<표 2>는 식 (1)부터 식 (4)까지의 유동성 측정치에 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개별 

종목의 일평균에 한 횡단면 상 계를 제시한다. 각선을 기 으로, 우상방(upper diagonal)의 

상 계수는 유가증권시장 표본종목들의 유동성 측정치간 상 계수이며 좌하방(lower diagonal)의 

상 계수는 코스닥시장 표본종목들의 상 계수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활동 지표인 거래

의 회 율과 에 한 상 계수는 각각 0.024와 -0.036으로 유의성이 없지만, 스 드 

측정치와는 모두 강한 음의 계로 나타났다. 회 율과 의 상 계는 낮았지만 스 드 

측정치와는 강한 양의 계를 보여, 유동성 공 이 활발하여 스 드가 낮은 종목일수록 유동성 

소비도 활성화되어 회 율이 높은 실증  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호가스 드는 

는 물론, H-L스 드와 0.328의 강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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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활동 지표인 거래 과 회 율 간 상 계수가 0.391로 나타나 양 

변수간상 계수가 비유의 인 유가증권시장과 차이를 보 다. 한 H-L스 드와 거래  

간 상 계수도 0.169로 유가증권시장과 상반된 계로 나타났다. 호가스 드는 거래활동 

측정치와는 모두 유의 인 음의 상 계로 추정되었지만 와 H-L스 드와는 1% 유의수

에서 양의 계가 존재한다. 이 게 유동성의 속성에 따른 변수들간 상 계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계와 상이한 결과를 보 기 때문에,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변동에 미칠 효과도 

이를 고려하여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 거래세율 인하 전 기간의 유동성 측정치간 횡단면 상관계수

거래세율 인하  기간인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표본종목의 유동성 측정치의 일평균의 횡단면 상 계수이다. 각선을 기 으로 우상방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의 896개 종목에 한 피어슨 상 계수이며, 좌하방 부분은 코스닥시장의 1,288개 종목에 한 피어슨 

상 계수이다.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이다. 

거래 회 율  H-L스 드 호가스 드

거래 0.024 -0.036 -0.101*** -0.216***

회 율 0.391***  0.012 0.554*** 0.097***

 -0.054*  -0.058** 0.013 0.328***

H-L스 드 0.169***   0.454***   -0.274*** 0.316***

호가스 드 -0.307*** -0.215*** 0.256*** 0.081***

3. 실증분석

3.1 유동성 수준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 효과

본 에서는 기  분석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한 후에 

유동성이 제고된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방법은 유동성 수 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의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5)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이 낮은 시장조성 상 

종목을 선정할 때 용하는 규정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유동성 측정치들의 평균을 기 으로 

유동성 수 을 결정한다.6) 구체 으로, 거래세율 인하  기간동안 표본종목들에 해 각 유동성 

측정치의 일평균을 계산하고, 유동성 수 에 순 에 따라 4분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러한 4개 포트폴리오별로 횡단면 평균을 구한 다음, 하  기간의 시계열 평균의 차이를 계산한다. 

5) 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거래세 도입 이벤트를 실증 으로 검증한 Colliard and Hoffmann(2017), 

Capelle-Blancard and Havrylchyk(2016), Cappelletti et al.(2017)에서는 거래세가 부과된 표본(treatment 

sample)의 거래세 부과 효과를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은 통제 표본(control sample)과 비교하는 

이 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이벤트는 시장 체 종목을 

상으로 하므로 이 차분법이 아닌 횡단면  효과 차이에 을 둔다. 

6) 한국거래소의 “유동성 평가  유동성종목 선정기 ”에 따르면 체 평가 상종목  양  유동성

지표인 회 율이 높은 순으로 상  50%를 과하거나, 질  유동성 지표인 유효스 드가 작은 

순으로 상  50%를 과하면서 체결주기가 600 (10분)이내인 종목을 상으로 시장조성자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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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트폴리오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을 기 으로 구성한 다음, 리밸런싱 없이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도 지속하여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의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을 비교한다.

3.1.1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효과에 한 분석 결과인 <표 3>에 제시된 패  A부터 

패  E는 각 유동성 지표들의 변동 효과를 제시한다. 패  A에는 거래 에 해 거래세율이 

인하되기  기간의 포트폴리오 1～3의 종목당 일평균 합계는 33억 400만 원인 반면, 거래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4의 평균치는 215억 6,800만 원으로 나머지 포트폴리오들을 지배한다.

체 종목의 일평균 거래 은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율 인하 기간 비 종목당 

10억 2,800만 원이 감소하여 거래세율 인하로 상되는 거래 활성화의 기  효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 거래  규모 수 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는 

차별  효과를 보 다. 거래규모가 낮은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일평균 거래  증분은 각각 4억 2,200원과 4억 6,400만 원으로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했지만, 거래가 활발한 포트폴리오 3과 포트폴리오 4에서는 각각 3억 3,400만 

원과 48억 5,500만 원이 감소했다. 즉, 거래세율 인하는 거래활동이 조한 주식에서 명시  

거래비용이 감되므로 거래를 활성화시킨 반면, 상 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식에서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가 감소한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아울러,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체 종목의 일평균 거래 이 유의 으로 감소한 결과는 유동성 수 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4의 거래 의 폭 인 감소가 유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의 

거래  증가를 잠식한 효과이다.

거래량회 율을 분석한 패  B도 거래 과 질 으로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포트폴리오 1～3의 종목당 일평균 수치는 1% 미만인 반면, 회 율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4의 평균치는 4%를 과한다. 체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0.098%포인트가 감소했지만, 평균 차이에 한 t-검정과 비모수검정결과에서 

모두 통계 으로 비유의 이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4의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회 율은 

0.953%포인트가 감소한 반면, 그 외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거래세율 인한 후에 회 율이 증가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1～3의 회 율 평균 증가치는 0.5% 미만인 반면, 포트폴리오 4의 평균 

감소치인 0.953%가 증가치와 상쇄하므로 체 종목의 거래량 회 율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회 율의 결과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주식에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반면, 거래가 활발한 주식에서는 그러한 상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한 에서 거래 의 결과와 유사하다. 

패  C는 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거래 이나 회 율과 달리 는 수치가 높을수록 

비유동성(illiquity)이 높으므로 포트폴리오 1이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이며,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5에서 평균치가 가장 낮다. 표에 제시된 수치는 원래 수치에 1012를 

곱했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서 포트폴리오 1의 종목당 일평균은 665.62이며 표 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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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7로, 여타 상  포트폴리오들의 평균과 표 편차보다 히 높다.7) 포트폴리오별로 

거래세율 인하 효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에서 600.49로 감소했지만, t-통계치는 -0.51이며 

비모수 검정의 p-value도 0.079로 통계  유의성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포트폴리오 

2～4의 측정치는 모두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들을 포 하는 체 표본 종목의 의 평균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177.99에서 인하 후 기간에는 171.42로 감소했으며, 이는 t-검정에서 비유의 이지만 

비모수검정의 p-value는 0.014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2～4의 의 평균치는 증가한 반면, 

최하  포트폴리오 1의 감소분이 이 증가치를 잠식한 효과에 기인한다. 

이제 스 드의 측정치인 패  D의 H-L스 드의 분석결과를 보도록 한다. 와 같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평균치가 클수록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은 감소한다. 패  A부터 패  

C까지의 유동성 지표들과 달리, 하  기간 내에서 포트폴리오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다. 

포트폴리오별 거래세율 인하 효과에서는 스 드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1에서 t-검정과 

비모수검정에서는 1% 수 에서 유의 으로 감소했지만, 포트폴리오 2와 포트폴리오 3에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스 드를 감소시킨다는 유의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4는 1% 수 에서 증가하여,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다. 포트폴리오를 포 하는 체 표본 종목들의 스 드 평균치의 감소폭은 -0.018%

포인트로 t-검정에서는 비유의 이지만 비모수검정 결과에서는 5% 수 에서 유의 이다.

패  E의 호가스 드율에서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1은 비모수검정에서만 5% 

유의수 에서 감소했지만,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에서는 스 드율의 평균치는 1% 

유의수 에서 증가했다. 패  D와 비교할 때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3의 호가스 드의 

증가는 H-L스 드에서보다 유의성이 높다. 포트폴리오를 포 하는 체 표본 종목들의 

스 드 평균치의 증감폭은 0.025%포인트로, t-검정과 비모수검정 결과에서 모두 1% 수 에서 

유의 으로 나타나 거래세율 인하는 암묵  거래비용 감소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표 3>의 분석결과와 련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 수 별 포트폴리오들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 다. 거래 , 거래량회 율, 는 포트폴리오간 수치의 차이가 크므로, 

로그값을 취했다. 패  A에서 하  포트폴리오인 1과 2는 거래세율 인하 직후에 거래 이 

상승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 1의 상승이 하다. 포트폴리오 1과 2의 거래 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반까지 포트폴리오 3과 유사한 수 까지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반면, 상  포트폴리오인 3과 4의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일별 거래 은 

인하  기간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동 추세가 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거래  포트폴리오의 

7) 이같은 결과는 Lou and Shu(2017)이 지 했듯이 Amihud 비율은 거래 의 향력에 결정되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본 연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하  25%인 포트

폴리오1의 거래  합계가 자치하는 비 은 0.63%인 반면, 상  25%인 포트폴리오 4의 거래  

비 의 합계는 86.53%로 137배를 과한다. 반면, 일별 가격변동의 값의 합계를 기 으로 볼 

때 상  25%인 포트폴리오 4의 비 은 13.74%인 반면, 하  25%인 포트폴리오 1의 자치하는 비 은 

39.53%로 2.87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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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측정치

거래세율 인하  기간

(pre period)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post period)
차이 검정()

(인하 후 - 인하 )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t-통계치] 비모수검정

패  A: 거래  (억 원) 

1( ) 1.56  0.49 5.79  5.18 4.22 8.15
***

0.000

2 7.17  1.60  11.81  5.15 4.64 8.64*** 0.000

3  24.31  5.34  20.97  5.40  -3.34 -4.45*** 0.000

4(고) 215.68 41.14 167.12 29.64 -48.55 -9.69
***

0.000

체  61.98 11.15  51.70  8.62 -10.28 -7.37*** 0.002

패  B: 회 율 (%)

1( ) 0.103 0.018 0.150  0.088 0.047 5.22*** 0.000

2 0.273 0.053 0.424  0.189 0.151 7.68*** 0.000

3 0.651 0.122 0.971  0.402 0.321 7.71
***

0.000

4(고) 4.407 1.958 3.454 -1.065  -0.953 -4.33*** 0.001

체 1.339 0.497 1.241 -0.343  -0.098 -1.65 0.440

패  C:   (×1012)

1( ) 655.62 907.57 600.49 602.64 -55.12 -0.51 0.079

2  40.89  11.42  62.65  22.27  21.76 8.75
***

0.000

3  13.39 3.92  22.32 8.11 8.93 9.97*** 0.000

4(고) 2.29 0.55 3.47 1.15 1.17 9.34*** 0.000

체 177.99 228.76 171.42 151.49  -6.56 -0.24 0.014

패  D: H-L 스 드 (%)

1( ) 1.327  0.226 1.169 0.294 -0.157 -4.27
***

0.000

2 0.969  0.145 0.981 0.265  0.012 0.41 0.296

3 0.794  0.129 0.817 0.204  0.023 0.98 0.903

4(고) 0.589  0.098 0.634 0.148  0.046 2.59
***

0.016

체 0.917  0.131 0.899 0.215 -0.018 0.73 0.026

패  E: 호가스 드 (%)

1( ) 0.637 0.069 0.626 0.084 -0.011 -1.02 0.049

2 0.411 0.036 0.439 0.055  0.028 4.28*** 0.000

3 0.296 0.029 0.354 0.048  0.057 10.22
***

0.000

4(고) 0.188 0.012 0.216 0.021  0.028 11.68*** 0.000

체 0.382 0.034 0.408 0.049  0.025 4.32*** 0.000

<표 3>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후 유동성 변동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효과이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표에 제시된 평균은 기간 내에서 각 포트폴리오의 일별 횡단면 평균에 한 

시계열 평균과 그에 한 표 편차이다. 차이검정은 각 호안의 t-통계치와 비모수검정의 p-value를 

제시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이다. 

시계열 추이는 <표 3>에서 거래 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은 유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 

1과 2에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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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A. 거래 패  B. 회 율 

패  C. Ahd 패  D. H-L스 드

패  E. 호가스 드

<그림 2>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의 일별 추이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의 일별 추이로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래 는 각 

포트폴리오의 일별 횡단면 평균에 한 시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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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B의 회 율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서 최상  포트폴리오 4와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  포트폴리오 4의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는 감소하는 

시계열 추이를 보 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유의 인 변동 없이 일정한 수 을 유지하던 

포트폴리오 1～3의 시계열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 다. 포트

폴리오 3의 회 율이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증가한 결과는 패  A의 거래 과 상이한 

행태이다. 이와 같은 시계열 추이는 <표 3>에서 포트폴리오 1부터 3까지의 회 율이 거래세율 

인하 후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패  C의 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후 기간에 걸쳐 개별 포트폴리오들의 시계열 

추이는 반 으로 동행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 지만,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1의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기의 은 다른 포트폴리오들보다 높았던 상태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 으로, 각 포트폴리오의 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표 3>의 패  C에서 최하  포트폴리오 1에서 비록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치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결과는 

이러한 에서 기인한다. 

패  D의 H-L스 드의 시계열 추이는 포트폴리오간 평균 차이가 크지 않고, 군집한 패턴을 

보 다. 각 포트폴리오의 시계열 추이를 패  E의 호가스 드와 비교하면, 포트폴리오 1의 

일별 수치는 상 으로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 인하 후 기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한편,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도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일시 으로 H-L스 드가 증가한 

수치는 호가스 드와 유사하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H-L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8월 7일은 호가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8월 6일 다음날로, H-L스 드가 호가스 드의 

용  유동성 측정치라는 을 입증한다. 이러한 시장 체 인 유동성 락일에도 불구하고, 

<표 3>의 포트폴리오 1에서는 유동성의 유의 인 감소 효과가 다른 포트폴리오와 달리 발견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패  E의 호가스 드 추이를 보면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후 기간에서 각 포트폴리오들의 

시계열 추이는 반 으로 동행하는 패턴이 찰된다. 각 포트폴리오의 호가스 드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는 반 기간에 등한 추이를 보 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호가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거래일은 8월 6일로 이 날은 코스피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은 물론, 체 

표본기간에서 최 치를 기록한 날이다. 포트폴리오 2～4까지의 호가스 드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유의 으로 증가한 결과와 달리, 최하  포트폴리오에서 비록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치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결과는 이러한 에서 흥미롭다.

3.1.2 코스닥시장

<표 4>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행 후에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난 유동성의 변동을 요약한 

결과이다. 패  A의 체 종목 수 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거래 의 일평균치는 

각각 30억 9,700만 원과 31억 3,800만 원으로 이 차이는 통계 으로 비유의 이다. 포트폴리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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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에서,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거래  규모에 따른 상이한 

효과가 확인된다. 포트폴리오 1의 거래 의 일평균치의 증분은 6억 2,400만 원으로 인하 

 기간의 평균치의 약 3배를 과하며, 포트폴리오 2의 일평균치 증분도 인하  기간 비 

6억 원이다. 거래가 상 으로 활발한 포트폴리오 3에서는 평균 차이에 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포트폴리오 4에서는 거래 이 유의 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거래규모가 

낮은 주식에서는 거래세율이 인하된 후에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난 반면, 거래가 활발한 

주식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감소한 결과는 유가증권시장의 결과와 질 으로 유사하다. 즉, 

코스닥시장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4의 거래규모가 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1과 2의 거래  증가분은 포트폴리오 4의 감소분에 상쇄된 결과를 보여 다. 

유동성 수 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수에서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에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의 활성화 효과가 시장간 

공통 으로 발견된 결과는 흥미롭다.

거래량회 율을 분석한 패  B의 결과도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경제  해석을 제시한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포트폴리오 1부터 포트폴리오 3까지 평균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평균치와 비하여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세율 인하의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량회 율이 낮은 포트폴리오일수록, 그 효과가 강하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체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0.020%포인트가 증가했지만, t-검정

이나 비모수검정결과에서 통계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거래가 활발한 포트폴리오 

4의 감소치인 1.302%포인트가 포트폴리오 1부터 포트폴리오 3의 증가분과 상쇄되어 체 종목의 

거래량회 율 변동에서는 비유의 인 차이는 유가증권시장의 회 율과 유사하다. 한 거래가 

조한 주식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거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 반면, 거래가 활발한 주식에서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결과도 패  A의 거래 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패  C는 의 분석 결과이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포트폴리오 1의 평균치는 9,636에서 

인하 후 기간에 4,170으로 폭 으로 감소했으며, 1% 수 에서 유의 이다. 반면, 포트폴리오 

2～4의 는 모두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각 포트폴리오를 포 하는 체 표본 종목들의 측정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는 2,433에서 인하 후 기간에는 1,061로 감소했으며, t-검정과 비모수검정 결과에서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하  25%의 표본의 비유동성 

완화 효과가 체의 평균을 지배하는 향력의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스 드의 측정치인 패  D의 H-L스 드와 패  E의 호가스 드의 결과를 보도록 

한다. 패  D의 H-L스 드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는 스 드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1에서 t-검정과 비모수검정에서 유의 으로 감소했다. 반면, 스 드가 낮은 포트폴리오 3과 

4의 평균치는 각각 5%와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여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다. 체 표본 종목들의 측정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는 1.136%에서 인하 

후 기간에는 1.207%로 감소했지만 t-검정 결과와 비모수검정 결과에서 모두 비유의 이었다. 

유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만 거래세 인하가 스 드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결과는 

유가증권시장의 H-L스 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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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측정치

거래세율 인하  기간

(pre period)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post period)
차이 검정()

(인하 후 - 인하 )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t-통계치] 비모수검정

패  A: 거래  (억 원)

1( )  2.39  0.48  8.63  4.41 6.24 14.12*** 0.000

2  8.67  1.78 14.67  3.19 6.00 16.56*** 0.000

3 21.11  3.24 21.24  4.75  -0.13 -0.24 0.939

4(고) 92.33 12.63 80.60 22.74 -11.73 -4.57*** 0.000

체 30.97  3.74 31.38  6.37   0.49 0.56 0.407

패  B: 회 율 (%)

1( ) 0.288 0.050 0.723 0.242  0.435 17.65*** 0.000

2 0.810 0.133 1.513 0.417  0.703 16.14*** 0.000

3 1.713 0.276 1.888 0.360  0.174  3.88
***

0.000

4(고) 5.123 0.724 3.821 0.918 -1.302 -11.23*** 0.000

체 1.961 0.226 1.981 0.252  0.020 0.59 0.580

패  C: (×1012)

1( ) 9,636 11,043 4,170 8,057 -5,466 -4.04*** 0.000

2   44    14   71   26    27 9.15*** 0.000

3   20     6   36   16    16 8.88
***

0.000

4(고)    7     2   12    6     5 9.26*** 0.000

체 2,433 2,771 1,061 1,989 -1,372 -4.07*** 0.000

패  D: H-L 스 드 (%)

1( ) 1.522 0.243 1.432 0.344 -0.090 -2.15** 0.001

2 1.170 0.205 1.201 0.321  0.031 0.82 0.782

3 0.989 0.188 1.076 0.314  0.087 2.39
**

0.044

4(고) 0.736 0.147 0.889 0.257  0.152 5.20*** 0.000

체 1.136 0.179 1.207 0.299  0.049 1.40 0.321

패  E: 호가스 드 (%)

1( ) 0.552 0.057 0.555 0.064 0.003 0.38 0.842

2 0.384 0.040 0.406 0.055 0.022 3.19*** 0.000

3 0.302 0.033 0.352 0.049 0.050 8.61
***

0.000

4(고) 0.211 0.024 0.263 0.041 0.052 11.02*** 0.000

체 0.362 0.035 0.394 0.049 0.032 5.23*** 0.000

<표 4>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후 유동성 변동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효과이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표에 제시된 평균은 기간 내에서 각 포트폴리오의 일별 횡단면 평균에 한 

시계열 평균과 그에 한 표 편차이다. 차이검정은 각 호안의 t-통계치와 비모수검정의 p-value를 

제시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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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E의 호가스 드에서는 포트폴리오 1에서 인하 ·후 기간에서 유의 인 변동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포트폴리오 2～4까지의 스 드율은 통계 으로 유의 인 수 에서 증가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다른 유동성 지표와 달리 유동성 공 을 통한 암묵  거래비용의 감소에 미친 

효과는 없다는 결과는 유가증권시장의 호가스 드와 역시 유사하다.

<그림 3>은 <표 4>의 분석결과와 련하여 코스닥시장의 종목에 해 유동성 변수별로 

크기 순서에 따라 구성한 4개의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시계열이다. 패  A의 거래 에서는 

하  포트폴리오 1과 2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직후 거래 이 명확히 상승한 추세가 확인되었지만, 

상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그러한 상승 추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게 거래규모별 수 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가 각 포트폴리오의 거래활동에 미친 효과가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온 결과는 흥미롭다. 그러나, 하  포트폴리오에서도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시계열 추이는 

<그림 2>의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할 때 거래활동이 장기 으로 지속하는 추세가 상 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시계열 추이는 <표 4>에서 포트폴리오 1과 2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유의 으로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패  B의 회 율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서 최상  포트폴리오 4와 나머지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크다. 최상  포트폴리오 4의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유의 인 변동 없이 일정한 수 을 유지하던 포트폴리오 

1～3의 시계열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 다. 이와 같은 회 율의 특성은 

유가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찰된 패턴과 유사하다. 즉, 포트폴리오 3의 회 율이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증가하는 패턴은 거래 과 상이하며,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회 율과 유사한 

특성이다. 그러나, 하  포트폴리오에서도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시계열 추이는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할 때 거래활동이 지속하는 추세가 상 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 다. 이와 같은 

시계열 추이는 <표 4>에서 포트폴리오 1부터 3까지의 회 율이 거래세율 인하 후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패  C의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후 기간에서 각 포트폴리오들의 시계열 추이를 

보면, 최상  포트폴리오의 수치는 일별로 극심하게 변동하는 행태가 유가증권시장과 비되는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1의 의 높은 변동성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도 지속하지만, 반 인 

추세는 인하  기간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 반면, 포트폴리오 1부터 3까지의 

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분석한 과 

유사하다. <표 4>의 패  C에서만 최하  포트폴리오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치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결과는 그래 에서 찰한 결과와 부합한다.

 패  D의 H-L스 드의 시계열 추이는 포트폴리오간 평균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에서 

패  E의 호가스 드와 유사하며, 유가증권시장의 H-L스 드의 패턴과도 유사하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H-L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거래일은 8월 7일로 호가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8월 6일 다음날로 유가증권시장에서 H-L스 드의 최고치 기록일과 동일하다. 

이러한 시장 체 인 유동성 락일에도 불구하고, <표 4>의 포트폴리오 1에서는 유동성의 

유의 인 감소 효과가 다른 포트폴리오의 증가와 비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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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A: 거래 패  B: 회 율 

패  C: Ahd 패  D: H-L스 드

패  E: 호가스 드

<그림 3> 코스닥시장의 유동성의 일별 추이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의 일별 추이로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래 는 각 

포트폴리오의 일별 횡단면 평균에 한 시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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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E의 호가스 드 추이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후 기간별로 각 포트폴리오들간 

평균 차이는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 그러나 개별 포트폴리오의 시계열 추이가 

반 으로 동행하는 패턴과 거래세율 인하 반에 호가스 드가 등한 결과는 유가증권

시장과 유사하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호가스 드가 최고치를 기록한 거래일은 8월 

6일로 이 날은 코스닥지수가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은 물론, 체 표본기간에서 최 치를 기록한 

날과 일치한다.

3.2 변수 통제 후 거래세율 인하 효과

3.2.1 분석모형

본 에서는 3.1의 결과에서 개별 종목의 유동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결과의 강건성을 검정하고자 회귀분석으로 추정한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의 

유동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한 회귀식은 Colliard and Hofmann(2017)을 따라 식 (5)와 

같이 설정했다.8)


         (5)

식 (5)에서 종속변수 
는 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속한 종목별(), 그리고 

거래일()의 유동성 변수들로 거래 , 회 율, , H-L스 드, 호가스 드이다. 식 (5)는 

시장별 거래일×표본종목으로 구성된 패  데이터에 해 3.1의 분석 방법과 같이 유동성 수 에 

따라 4개의 포트폴리오별로 개별 주식의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반 하여 추정한다. 는 회귀식의 핵심변수로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간인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03거래일에 해당하면 1, 거래세율 인하  기간이면 0을 의미하며, 

는 거래세율 인하의 정책 효과를 의미하는 회귀계수이다. 통제변수인 는 개별 종목의 

당일 종가로그수익률, 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당일 종가로그수익률, 은 개별 종목의 

고가(H)- 가(L) 변동성(


), 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고가- 가 변동성을 표시

한다.9) 시장포트폴리오의 가격은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지수로 

8) 식 (5)와 3.3과 3.4의 분석모형인 식 (6), 식 (7)에서는 종속변수와 동일시 의 설명변수들을 도입하여 

통제 효과를 추정했지만, 각 설명변수들의 시차  향력을 고려하여 3시차까지 시차변수들을 

추가 으로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와 통계  유의성은 질 으로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9)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주제 던 증권거래세 정책과 련한 변동성 조  효과를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는 제외했으나, 유동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거래세율 인하가 시장변동성에 미친 

효과를 검한다. 변동성의 지표는 식 (5)의 회귀모형의 설명변수인 시장지수의 H-L 변동성과 

일별시장수익률의 표 편차이다. 유가증권시장의 H-L 변동성의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은 각각 0.994%와 0.923%로 평균차이는 t-검정과 비모수검정에서 모두 10% 유의수

에서 비유의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 H-L 변동성의 인하 ·후 기간의 일평균은 각각 1.246%와 

1.475%로 차이에 한 t-검정으로는 10% 수 에서 유의 이지만, 비모수검정에서는 비유의 이었다.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인하 후 기간의 일별 수익률의 표 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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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종속변수들은 3.1에서 측정한 단 를 사용했으며, 설명변수들의 단 는 모두 

%이다.

3.2.2 유가증권시장

<표 5>에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상으로 한 패  데이터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유동성 수 별 포트폴리오별로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패  A에서 거래세율 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더미변수()의 추정결과를 분석하면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해도 여 히 2.67과 4.64로 1% 수 에서 유의 인 반면, 포트폴리오 3과 

포트폴리오 4에서는 각각 -2.44와 -41.37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표 3>의 패  A에 제시된 

하 기간 평균 차이와 질 으로 동일하다. 체 포트폴리오의 추정 결과에서도 회귀계수의 

부호는 1%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부호이며, 이는 포트폴리오 4의 폭 인 감소효과가 지배하여 

나타난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패  B의 거래량회 율에 해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3에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1% 수 에서 양의 값으로 유의 으로 추정되어 거래활동의 

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반면, 포트폴리오 4의 회귀계수는 -0.402로 거래활동이 높은 

종목에서는 오히려 거래활동이 감소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표 3>의 결과와 같이 통제변수를 

도입하기 의 분석 결과와 질 으로 동일하다. 

패  C의 의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까지의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 후에도 비유동성은 증가했다. 

포트폴리오 1은 개별 종목 수 에서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와 반 로 유의 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시장변동성()은 포트폴리오

별로 와 양의 계를 가지며, 개별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2～4에서 음의 계로 나타났다.

패  D의 H-L스 드에 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에서만 1%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계로 추정되었으며, 포트폴리오 3과 포트폴리오 4에서는 반 로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이는 유동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통제 효과를 고려해도 <표 3>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간 시계열 평균치의 증분 결과에 한 해석과 

동일하다. 

패  E에서 호가스 드에 해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에서만 10%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계로 추정되었으며,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에서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역시 <표 3>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계열 평균의 차분 결과와 질 으로 

동일하다. 

각각 0.797%와 0.798%로 차이는 10% 유의수 에서 비유의 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 인하 

·후 기간의 일별 수익률의 표 편차는 각각 1.058%와 1.490%로 차이는 1% 수 에서 유의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거래세율 인하에는 향을 받지 않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변동성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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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4(고) 체

패  A: 거래

  -11.13(-18.63)
***

-14.34(-19.19)
***

-7.70(-9.65)
***

117.24(16.57)
***

20.30(10.77)
***

 2.67(6.83)
***

4.64(9.67)
***

-2.44(-4.79)
***

-41.37(-9.16)
***

-9.64(-7.94)
***

 5.07(65.01)
***

7.74(84.68)
***

9.62(108.81)
***

20.58(23.34)
***

11.23(49.50)
***

  -1.34(-2.57)
**

-5.57(-8.69)
***

-6.56(-9.62)
***

24.21(4.01)
***

2.81(1.74)
*

 1.81(26.36)
***

2.09(25.27)
***

2.58(37.57)
***

13.60(18.02)
***

4.84(25.01)
***

 -0.73(-2.83)
***

-0.27(-0.83) -0.04(-0.13) -5.86(-1.90)
*

-0.82(-1.01)
   0.116 0.172 0.258 0.026 0.021

패  B: 회 율

  -0.254(-27.31)
***

-0.627(-24.49)
***

-1.386(-24.20)
***

-4.307(-30.38)
***

-2.456(-58.09)
***

 0.023(3.95)
***

0.107(6.60)
***

0.309(8.54)
***

-0.402(-4.43)
***

-0.108(-3.96)
***

 0.172(100.41)
***

0.388(93.41)
***

0.654 (87.39)
***

2.081(163.12)
***

1.329(261.20)
***

  -0.062(-7.88)
***

-0.214(-9.87)
***

-0.340(-7.01)
***

-1.700(-13.93)
***

-0.828(-22.78)
***

 0.037(30.57)
***

0.075(24.78)
***

0.169(25.70)
***

0.611(57.45)
***

0.361(83.30)
***

 -0.009(-2.39)
**

-0.019(-1.69)
*

-0.086(-3.48)
***

0.083(1.35) -0.060(-3.29)
***

   0.213 0.187 0.179 0.459 0.328

패  C: 

  863.94(5.77)
***

37.97(33.10)
***

10.57(33.03)
***

1.12(17.56)
***

246.10(6.50)
***

 -38.59(-0.39) 21.92(29.64)
***

9.00(44.07)
***

1.23(30.75)
***

-5.05(-0.21)
 -84.14(-5.31)

***
-1.09(-8.39)

***
0.12(3.03)

***
0.34(34.37)

***
-27.71(-6.08)

***

  77.66(0.60) 7.13(7.22)
***

2.44(8.93)
***

0.09(1.72)
*

28.25(0.87)
 23.72(1.72)

*
-2.15(-19.22)

***
-0.71(-22.35)

***
-0.13(-15.42)

***
5.85(1.51)

 114.09(1.75)
*

-3.44(-6.90)
***

-1.50(-10.81)
***

-0.19(-6.84)
***

24.12(1.47)
   0.001 0.036 0.063 0.054   0.000

패  D: H_L스 드

  0.925(40.69)
***

0.720(43.17)
***

0.604(43.77)
***

0.396(36.94)
***

0.600(72.78)
***

 -0.130(-9.02)
***

0.005(0.44) 0.021(2.38)
**

0.036(5.21)
***

-0.019(-3.59)
***

 0.077(37.54)
***

0.063(29.86)
***

0.051(23.17)
***

0.080(36.81)
***

0.092(93.02)
***

  0.009(0.45) 0.021(1.44) 0.038(3.25)
***

0.014(1.57) -0.003(-0.39)
 -0.017(-9.88)

***
-0.008(-4.66)

***
-0.006(-4.17)

***
-0.003(-1.56) -0.014(-16.63)

***

 0.062(6.44)
***

0.024(3.28)
***

0.022(3.79)
***

0.025(5.37)
***

0.043(12.01)
***

   0.035 0.020 0.013 0.032 0.048

패  E: 호가스 드

  0.552(84.04)
***

0.357(88.12)
***

0.248(76.13)
***

0.161(86.53)
***

0.317(129.58)
***

 -0.007(-1.68)
*

0.030(11.54)
***

0.059(28.22)
***

0.029(24.59)
***

0.027(17.34)
***

 0.005(7.79)
***

0.005(10.11)
***

0.005(12.84)
***

0.006(20.14)
***

0.010(34.72)
***

  0.068(11.97)
***

0.038(11.05)
***

0.031(11.20)
***

0.009(5.59)
***

0.032(15.21)
***

 0.003(6.18)
***

0.000(0.23) -0.002(-4.64)
***

-0.001(-2.18)
**

0.000(1.82)
*

 -0.030(-10.54)
***

-0.019(-10.56)
***

-0.013(-9.01)
***

-0.003(-3.26)
***

-0.015(-14.20)
***

   0.011 0.014 0.030 0.025 0.014

<표 5> 유가증권시장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설명변수인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2019년 6월 3일～2019년 10월 31일)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는 개별 종목의 고가- 가 변동성, 는 시장지수의 

고가- 가 변동성, 는 개별 종목의 종가의 로그수익률, 는 시장지수 종가의 로그수익률이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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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4(고) 체

패  A: 거래

  -11.11(-27.54)
***

-12.57(-30.53)
***

-13.13(-24.15)
***

 -33.38(-13.62)
***

-19.90(-29.74)
***

  3.03(8.94)
***

4.43(13.19)
***

1.80(4.15)
***

  -1.69(-0.87)  -0.82(-1.51)
   5.23(88.73)***   6.46(121.29)***   9.66(139.69)*** 31.21(109.60)***  15.29(179.98)***

   -3.07(-12.70)
***

 -5.25(-21.74)
***

 -9.14(-29.16)
***

 -31.45(-22.52)
***

-13.24(-33.86)
***

   2.30(41.13)
***

  2.04(41.29)
***

  2.43(41.56)
***

   5.98(25.21)
***

  3.51(46.33)
***

  -1.26(-7.98)***  -1.79(-11.27)***  -2.33(-11.25)***   -4.67(-5.04)*** -2.58(-10.01)***

    0.157  0.240  0.282  0.137

패  B: 회 율

  -0.869(-34.50)
***

-1.610(-41.10)
***

-1.520(-35.73)
***

-2.340(-25.56)
***

-1.847(-64.53)
***

  0.202(9.61)
***

 0.437(13.71)
***

 0.177(5.24)
***

-0.473(-6.50)
***

-0.070(-3.00)
***

  0.491(117.87)
***

 0.787(140.05)
***

 0.893(162.63)
***

 1.705(178.27)
***

 1.154(317.54)
***

  -0.297(-19.71)
***

-0.610(-26.54)
***

-0.789(-32.30)
***

-1.912(-36.71)
***

-1.025(-61.30)
***

  0.102(29.32)
***

 0.201(38.73)
***

 0.192(40.60)
***

 0.492(60.75)
***

 0.303(93.44)
***

 -0.071(-7.26)
***

-0.163(-10.72)
***

-0.187(-11.53)
***

-0.452(-13.19)
***

-0.263(-23.82)
***

    0.209  0.287  0.337  0.414  0.337

패  C: 

  17,203(12.13)*** 36.36(44.67)*** 13.26(33.48)***  4.00(26.29)***  4,919(13.56)***

 -4,135(-3.49)
***

24.38(36.58)
***

13.43(42.18)
***

 4.86(40.28)
***

-1,262(-4.28)
***

 -2,308(-13.06)
***

-2.38(-23.14)
***

-0.90(-17.94)
***

-0.13(-6.68)
***

  -698(-15.15)
***

   1,048(1.24) 15.04(31.45)***  9.09(39.61)***  2.99(34.36)***    465(2.20)**

   654(4.03)
***

-0.49(-5.11)
***

-0.61(-13.96)
***

-0.24(-14.68)
***

   185(4.50)
***

  -298(-0.54)  1.23(3.92)
***

 0.36(2.44)
**

 0.09(1.66)
*

  -151(-1.09)
   0.003 0.050 0.076  0.065   0.001

<표 6> 코스닥시장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설명변수인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2019년 6월 3일～2019년 10월 31일)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는 개별 종목의 고가- 가 변동성, 는 시장지수의 

고가- 가 변동성, 는 개별 종목의 종가의 로그수익률, 는 시장지수 종가의 로그수익률이다. 회귀

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3.2.3 코스닥시장

<표 6>의 패  A에서 거래세율 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더미변수의 추정회귀계수를 보면 

포트폴리오 1～3에서는 통제변수의 효과를 고려해도 1% 수 에서 유의 이다. 포트폴리오 

1의 회귀계수는 3.03, 포트폴리오 2의 회귀계수는 4.43, 포트폴리오 3의 회귀계수는 1.80이며, 

포트폴리오 4의 회귀계수만 -1.69로 비유의 이다. 체 포트폴리오의 추정 결과에서도 회귀

계수는 -0.82로 비유의 이며, 이는 포트폴리오 4의 평균치의 감소효과가 여타 포트폴리오의 

증가효과와 상쇄된 결과이다. 

패  B는 거래량회 율에 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이다. 포트폴리오 1～3에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거래활동의 증가효과가 확인된다. 

이는 <표 4>의 코스닥시장의 회 율 시계열 수치의 결과는 물론, <표 5>의 유가증권시장의 

회 율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포트폴리오 4의 회귀계수는 -0.473으로 거래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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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4(고) 체

패  D: H-L 스 드

   1.089(59.83)
***

 0.900(64.09)
***

 0.737(60.34)
***

 0.548(58.34)
***

 0.758(110.96)
***

 -0.099(-6.99)
***

 0.012(1.14)  0.064(6.52)
***

 0.120(15.22)
***

 0.024(4.48)
***

  0.057(31.16)
***

 0.042(23.90)
***

 0.049(27.41)
***

 0.062(36.67)
***

 0.071(82.21)
***

   0.070(6.95)
***

 0.052(6.50)
***

 0.040(5.68)
***

 0.001(0.29)  0.023(5.85)
***

 -0.011(-8.03)
***

-0.007(-5.02)
***

-0.011(-6.78)
***

-0.010(-6.30)
***

-0.013(-16.91)
***

  0.079(11.94)
***

 0.079(14.74)
***

 0.076(15.99)
***

 0.061(16.18)
***

 0.077(29.50)
***

    0.019  0.012  0.016  0.030  0.029

패  E: 호가스 드

   0.510(110.17)
***

 0.348(116.01)
***

 0.269(107.93)
***

 0.182(96.23)
***

 0.327(193.56)
***

 -0.007(-1.97)
**

 0.012(4.86)
***

 0.042(21.10)
***

 0.045(29.50)
***

 0.022(16.45)
***

 -0.004(-8.32)
***

-0.003(-7.36)
***

-0.001(-3.34)
***

-0.000(-0.82) -0.002(-9.78)
***

   0.039(18.28)
***

 0.039(22.41)
***

 0.030(20.60)
***

 0.024(22.34)
***

 0.036(36.59)
***

 -0.005(-6.70)
***

-0.005(-14.15)
***

-0.005(-16.14)
***

-0.003(-13.23)
***

-0.003(19.58)
***

 -0.004(-3.21)
***

-0.004(-3.18)
***

-0.003(-3.53)
***

 0.000(0.05) -0.003(-5.29)
***

   0.011 0.021 0.030 0.036  0.014

<표 6> 코스닥시장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의 회귀분석(계속)

가장 높은 종목들에서 오히려 거래활동이 감소했음이 확인된다. 체 포트폴리오의 추정 결과

에서도 회귀계수는 -0.070으로 1% 수 에서 유의 으로, 포트폴리오 4의 감소효과가 다른 

포트폴리오의 증가 효과를 과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제 패  C에서 에 해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보도록 하자. 포트폴리오 1의 회귀계수만 

1%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부호(-4,315)로 추정되었지만 포트폴리오 2～4까지의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 인 양의 값이며, 그 규모도 포트폴리오 1보다 상당히 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1의 규모 감소효과로 인해, 체 포트폴리오의 회귀계수는 1% 유의수 에서 

-1,262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표 4>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도 강건성을 유지한다.  

패  D에서 H-L스 드에 한 회귀분석 추정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만 1%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계로 추정되었으며, 포트폴리오 2의 회귀계수는 비유의 이다. 포트폴리오 

3과 포트폴리오 4에서는 유의 인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체 포트폴리오를 상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회귀계수는 유의 인 양수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암묵  거래비용이 증가한 

결과는 포트폴리오 2～4의 향력에 기인한다.

패  E의 호가스 드에 해 회귀식 추정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 1에서만 5% 수 에서 

유의 인 음의 계로 추정되었으며,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에서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이는 <표 5>의 유가증권시장의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포트폴리오 1에서 부호가 

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거래세 인하  기간에 유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거래세 

인하 후에 역으로 유동성이 감소한 결과는 유사하다. 

3.3 투자자 유형별 거래세율 인하 효과

3.3.1 분석 모형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투자자의 거래활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해 식 (6)에서 종속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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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 식 (6)과 같은 회귀식으로 추정했다.


         (6)

식 (2)의 종속변수에서 우첨자인 투자자 유형(type)은 기 , 개인, 외국인으로 분류했으며, 

유동성 측정치에서 투자자별로 계산이 가능한 거래활동 변수인 거래 과 회 율에 해 

추정했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한 더미변수와 통제변수들은 식 (5)에 도입된 변수들과 

같다. 식 (6)은 시장별 거래일×표본종목으로 구성된 패  데이터에 해 유동성 수 에 따라 

4개의 포트폴리오별로 투자자 유형별 유동성 변수에 해 고정효과와 랜덤효과를 반 하여 

추정했다. 종속변수인 투자자 유형별 거래 과 회 율은 다음 식 (7), 식 (8)과 같이 투자자 

유형별 매수거래 ()과 매도거래 ()의 평균과 매수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10) 회귀식에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활동의 증분을 의미한다. 


  

 
  (7)


 


 

 
(8)

3.3.2 투자자 유형별 거래비중

<표 7>은 식 (6)을 추정하기에 앞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체별 거래활동을 악하기 해 거래  규모별 4개 포트폴리오의 평균치와 비 을 

제시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거래 의 분포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1에서 종목당 일평균 거래 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79.17%를 차지하며,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4의 일평균 거래 액은 92억 3,000만 원으로 개인의 비 은 

51.87%이다. 즉, 거래  규모가 큰 종목일수록 개인의 거래 의 비 은 상 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 이나 외국인의 거래 과 비 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기 의 포트폴리오 1의 종목당 

일평균 거래 은 1,9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 은 12.01% 으며, 포트폴리오 4의 

거래 은 54억 5,6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 은 22.27%로 증가했다. 외국인이 거래한 

포트폴리오 1의 평균 거래 은 1,500만 원으로 기 보다 거래규모와 거래비 이 낮지만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까지 거래규모가 증가할수록 기 의 거래규모와 비 을 추월

하면서 포트폴리오 4의 종목당 일평균 거래 은 65억 6,400만 원으로 거래비 은 25.86%까지 

증가했다. 즉, 거래규모가 낮은 종목들에서 개인의 거래 주도성은 다른 투자주체들을 지배하지만, 

거래규모가 가장 큰 종목들에서는 기 과 외국인의 거래비 은 49.13%로 거래주도성이 개인과 

유사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증권거래세는 매도거래에만 부과되므로 투자주체별 거래활동을 식 (7)과 식 (8)의 매수거래와 

매도거래의 평균이 아닌 매도거래 과 매도거래회 율에 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도 수치

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경제  의미는 일 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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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패  B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코스닥시장의 거래 을 분석한다. 거래규모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1에서 개인이 거래하는 종목당 일평균 거래 액은 2억1,700만 원으로 

87.42%의 비 을 차지하며,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4의 일평균 거래 액은 78억 

3,600만 원으로 81.32%를 차지한다. 한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평균 거래 은 거래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4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유가증권시장의 개인의 평균 거래

보다 크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규모가 클수록 개인보다 기 이나 외국인의 거래 주도성은 

증가하는 상은 찰되지만, 개인이 거래 활동을 주도하는 경향은 체 으로 모든 포트폴리오

에서 높다. 코스닥시장에서 기 의 포트폴리오 1의 거래 은 900만 원에서 포트폴리오 4의 

거래 은 5억 7,40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포트폴리오 1의 비 은 4.53%에서 포트폴리오 

4의 비 은 6.74%로 그 거래규모와 증가폭은 유가증권시장의 기 에 비해 낮은 수 이다. 

포트폴리오 1에서 외국인의 평균 거래 은 2,000만 원으로 8.04%의 비 을 차지하며, 

포트폴리오 4의 외국인의 평균 거래 은 8억 8,900만 원으로 11.94%로 거래규모와 증가폭은 

유가증권시장의 기 에 비해 높지 않다.

<표 7>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 기간의 투자주체별 거래대금 규모와 비중

거래세율 인하  기간인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유형별 거래 (단 : 백만 원)의 종목당 일평균 분포로 호안의 값은 비 (%)이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거래 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시장 투자자 1( ) 2 3 4(고)

유가증권

시장

기 19(12.01) 93(13.81) 328(14.30)   5,456(22.27)

개인 124(79.17) 511(70.91)   1,766(69.00)   9,230(51.87)

외국인 15(8.82) 100(15.28) 347(16.69)   6,564(25.86)

코스닥

기 9(4.53) 31(3.65) 107(5.18) 574(6.74)

개인 217(87.42) 757(85.85) 1,793(83.11) 7,836(81.32)

외국인 20(8.04) 76(10.50) 197(11.70) 889(11.94)

3.3.3 유가증권시장

<표 8>의 패  A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주체별 거래 의 식 (6)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는 식 (6)에서 통제변수들은 도입하지 않은 회귀모형(uncontrolled model)로 

추정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이며, 는 식 (6)인 통제변수들이 도입된 회귀모형(controlled 

model)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통제변수 도입  모형으로 추정한 기 의 거래 은 포트폴리오 

1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유의 인 변동이 없었지만, 포트폴리오 2～4의 거래 은 

모두 1% 수 에서 유의 으로 감소했다. 한 거래규모가 큰 포트폴리오일수록, 거래세율 인하로 

상되는 유동성 증가 효과와 달리 거래 의 감소폭이 확 한 결과를 보여 다. 통제변수들을 

도입하여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포트폴리오 1에서 기 의 거래 은 유의 인 음의 

값으로 환되어, 시장 체 으로 기 의 거래규모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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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별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의 투자자별(기 , 개인, 

외국인)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한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한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한 

더미변수이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1( ) 2 3 4(고) 체

패  A: 거래



기 0.002(0.19) -0.191(-10.84)
***

-0.632(-9.83)
***

-10.48(-7.03)
***

-3.744(-7.35)
***

개인 5.806(9.40)
***

 5.983(10.16)
***

-1.694(-2.81)
***

-25.66(-12.73)
***

-6.443(-8.68)
***

외국인 0.210(14.47)
***

 0.105(4.90)
***

-0.313(-6.19)
***

-11.20(-5.70)
***

-3.802(-5.69)
***



기 -0.025(-3.00)
*** 

-0.191(-10.95)
***

-0.608(-9.45)
***

-10.27(-6.89)
***

-3.291(-6.45)
***

개인 2.511(4.33)
***

 4.823(9.04)
***

-1.506(-2.93)
***

-18.97(-10.49)
***

-7.319(-10.59)
***

외국인 0.114(8.57)
***

 0.072(3.71)
***

-0.275(-5.61)
***

-10.89(-5.54)
***

-3.291(-4.91)
***

패  B: 회 율



기 -0.002(-4.57)
***

-0.006(-9.00)
***

-0.014(-13.12)
***

-0.014(-8.56)
***

-0.011(-18.47)
***

개인  0.060(7.33)
***

 0.167(8.76)
***

0.305(7.91)
***

-0.439(-4.35)
***

0.044(1.50)

외국인  0.001(2.44)
***

 0.005(5.71)
***

0.009(5.79)
***

 0.017(4.91)
***

0.006(5.20)
***



기 -0.003(-6.74)
***

-0.014(-13.69)
***

-0.014(-13.12)
***

-0.013(-8.31)
***

-0.012(-19.86)
***

개인  0.028(3.98)
***

 0.288(8.08)
***

0.305(7.91)
***

-0.290(-3.70)
***

-0.015(-0.62)

외국인  0.000(0.34)  0.008(6.17)
***

0.009(5.79)
***

 0.024(9.17)
***

0.004(4.09)
***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  증분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통제변수 도입 여부와 계 없이 

회귀계수의 부호와 유의수 에서 큰 차이가 없이 동질 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공통 으로 

유동성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된 

반면,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이와 상반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회귀계수의 크기로 보면, 

개인은 기 이나 외국인보다 거래  체 변동에 미치는 향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 개인과 외국인은 포트폴리오 1과 2에서 기 과 반 로 거래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 으로 거래세율 인하가 효과가 없었음을 

제시한다. 체 포트폴리오에서는 거래 의 규모가 가장 큰 포트폴리오 4로 인해 거래 이 

감소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식 (5)로 추정한 <표 5>의 패  A의 더미변수의 부호는 개인과 

외국인이 주도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패  B에서 투자주체별 거래량회 율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도록 한다. 기 의 

거래량회 율의 회귀계수인 와 는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음(-)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반 으로 기 과 상반되는 거래행태를 보 다. 

개인의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포트폴리오 1～3까지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

했지만, 포트폴리오 4에서는 이와 반 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다. 포트폴리오 1～3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4의 감소가 이를 잠식하여 개인 체의 회 율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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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간에서 유의 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5>의 패  B의 

더미변수의 추정결과에는 개인이 주도한 효과가 반 되었음이 확인된다. 

외국인의 회 율도 거래세율 인하 후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볼 때, 외국인의 거래량회 율은 포트폴리오 1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1%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체 포트폴리오에서도 증가한 결과를 보 다. 

3.3.4 코스닥시장

<표 9>에서 코스닥시장 패  A에는 투자주체별 거래 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기 의 거래 은 통제변수를 도입한 모형에서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의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는 1% 수 에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포트폴리오 3에서 기 의 거래 의 

음(-)의 부호는 비유의 이며, 포트폴리오 4에서는 유의 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1( ) 2 3 4(고) 체

패  A: 거래



기 0.075(6.86)
***

0.065(5.54)
***

-0.044(-1.54) -1.158(-10.32)
***

-0.296(-4.66)
***

개인 7.446(16.28)
***

0.571(14.14)
***

-0.046(-0.09) -10.711(-5.04)
***

1.962(1.67)
*

외국인 0.338(27.00)
***

 0.436(26.38)
***

0.347(9.35)
***

 1.068(3.69)
***

1.303(8.18)
***



기 0.053(4.81)
***

0.059(4.99)
***

-0.036(-1.27) -1.169(-10.29)
***

-0.297(-4.63)
***

개인 5.342(11.75)
***

0.499(12.49)
***

0.792(1.56) -4.568(-2.18)
**

2.267(1.97)
**

외국인  0.265(21.45)
***

0.396(24.33)
***

0.354(9.52)
***

1.150(3.93)
***

1.256(7.82)
***

패  B: 회 율



기 0.007(0.00) 0.000(0.25) -0.011(-7.64)
***

-0.019(-9.48)
***

-0.003(-2.16)
**

개인 0.418(17.17)
***

0.658(17.39)
***

 0.152(3.51)
***

-1.328(-12.28)
***

-0.014(-0.27)

외국인 0.025(24.37)
***

0.045(29.02)
***

 0.039(17.54)
***

 0.042(11.70)
***

 0.051(25.90)
***



기 0.004(2.53)
**

-0.001(-1.23) -0.010(-7.44)
***

-0.016(-7.75)
***

-0.003(-2.38)
***

개인 0.307(12.78)
***

0.553(14.81)
***

 0.159(0.059)
***

-0.849(-8.05)
***

-0.007(-0.14)

외국인 0.019(19.13)
***

0.038(25.05)
***

 0.036(16.72)
***

 0.051(14.54)
***

 0.047(25.35)
***

<표 9>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별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들의 투자자별(기 , 개인, 

외국인)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한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한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 한 

더미변수이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개인의 거래  증분에 한 유의성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기 과 

같이 포트폴리오 1과 포트폴리오 2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된 반면,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이와 상반된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표 8>의 유가증권시장의 분석 

결과에서 거래활동이 낮았던 포트폴리오 1과 2에서도 개인 거래 의 회귀계수가 유의 인 

양의 부호로 추정된 결과와 일 성을 가진다는 에서 흥미롭다. 한 외국인의 거래 에 

한 회귀계수가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유의 인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는 은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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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  외국인의 거래 행태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즉,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외국인의 

거래활동의 증가 효과의 범 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보다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크기로 본다면, 코스닥시장도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개인은 기 이나 외국인

보다 거래  체 변동에 미치는 향을 주도하는 효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 개인과 

외국인은 포트폴리오 1과 2에서 공통 으로 기 과 반 로 거래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외국인에서만 거래세율 인하가 효과가 발생했음을 제시한다. 

이제는 패  B에서 투자주체별 거래량회 율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자. 기 의 

회 율에서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볼 때, 포트폴리오 1에서만 5%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로 상되는 효과와 부합하는 반면, 회 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3과 4에서는 반 로 감소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개인의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포트폴리오 1～3까지 1% 수 에서 유의 으로 증가했지만, 포트폴리오 4에서는 

이와 반 로 거래활동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 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 1부터 3까지에서 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가 활성화된 효과는 유가증권시장과 같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1～3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4의 감소가 이를 잠식하여 개인 체의 회 율에서는 인하 후 기간에서 

유의 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의 회 율은 거래세율 인하 후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추정한 결과를 기 으로 볼 때, 외국인 회 율은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1%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체 포트폴리오에서도 증가한 결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표 8>의 패  A와 패  B와 비교하면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거래세 인하에 

한 개인이나 외국인의 거래 활동은 공통 인 반응을 보이지만 반응의 강도에서는 개인이 

외국인보다 크다. 

이상의 결과는 기 투자자들의 실무  거래 행태와도 연 하여 해석할 수 있다. 주로 소형주와 

같이 유동성 종목에 집 하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ETF를 운용하는 기 투자자들은 거래세 

수 과 무 하게 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지속 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세율 변동에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은 탄력 으로 변동하지만, 기 투자자들의 거래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상 으로 제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11)

3.4 거래세율 인하의 지속 효과

3.4.1 분석 모형

표본기간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유동성에 미친 지속 효과를 분석하기 해 Lee(2020)와 

Colliard and Hoffmann(2017)을 따라 식 (6)의 거래세율 인하 기간을 분리한 더미변수를 도입한 

(9)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9)

식 (9)에서 분석의 핵심변수인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기(2019년 6월 3일～2019년 

11) 이 내용에 해 조언을 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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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후반기(2019년 8월 16일～2019년 10월 31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그림 1>의 표본기간의 지수 추이에서 반기는 52거래일로 거래세율 

인하 직후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지수의 상승기와 최 일까지 락한 기간이며, 

후반기는 51거래일로 시장 회복기로 단할 수 있다.12) 의 추정회귀계수는 거래세율 인하 

직후 기간의 유동성 제고의 단기 효과이며, 의 회귀계수는 반기 이후 유동성의 제고 효과가 

장기 으로 지속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3)

3.4.2 유가증권시장

<표 10>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에 미친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한다. 


는 식 (9)에서 통제변수들을 제거한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이며, 

는 

통제변수들을 도입한 식 (9)의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패  A는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  변동에 미친 장단기 지속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본기간의 반기의 단기효과와 후반기의 장기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와 

통계  유의성을 보면 각 포트폴리오에서 <표 4>의 결과와 부합한다. 반기의 단기효과에 

한 통제  회귀식(
)과 통제 후 회귀식(

)의 결과를 비교하면, 통제 후 회귀식의 계수의 

크기는 통제  회귀식보다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 장기 효과에서 포트폴리오 

1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 통제 후 회귀식의 계수(
)는 통제  회귀식의 계수(

)보다 

증가했다. 통제 후 회귀식에 해 포트폴리오 1의 단기효과와 장기효과의 계수는 모두 유의

이지만, 효과의 차이를 검정하는 두 계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  
  

)에 한 F검정 

결과는 비유의 이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2에서 통제 변수의 향력을 고려했을 때에 단기

효과와 장기효과는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이며 F검정 결과에서 효과의 차이에서는 5% 

수 에서 유의 이다. 즉, 거래활동의 증가 효과는 장기 으로 지속되며, 효과의 크기에서는 

단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3과 포트폴리오 4에서는 장기와 단기에 걸쳐 

거래 은 감소하여 표본기간동안 시장추이와 계없이 일 된 결과를 보여 다.

패  B에서는 회 율에 해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향력을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패  A의 거래 과 같이 통제 후 회귀식의 계수는 통제  

회귀식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장기효과를 포착하는 후반기의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의 

결과를 비교하면, 통제 후 회귀식의 계수는 통제  회귀식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여 다. 흥미로운 

결과는 통제 후 회귀식에서 포트폴리오 4에서 후반기 더미변수의 계수는 양으로 환되어,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이다. 한 포트폴리오 1～3까지에서 장기효과와 

12) 반기 시작일과 최종일의 코스피는 각각 2067.85와 1938.37로 지수변동률이 -6.26% 으며, 코스닥

지수의 변동률은 -14.39%(697.5 → 597.15) 다. 후반기 시작일과 최종일의 코스피의 변동률은 

8.11%(1927.17 → 2083.48)이며 코스닥지수는 591.57에서 658.52로 11.32% 상승했다.

13) 실증 재무학에서 사건(event)을 기 으로 설정하는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연구들마다 상이하며, 

본 분석에서의 장기 효과는 표본기간내에서 단기가 경과한 기간에서도 지속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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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4(고) 체

패  A: 거래


 5.73(11.39)

***
5.92(9.27)

***
-2.44(-3.40)

***
-44.42(-8.01)

***
 -8.29(-5.57)

***


 2.67(5.28)

***
3.33(5.16)

***
-4.24(-5.86)

***
-52.64(-9.41)

***
-12.28(-8.18)

***

  
  

  27.53
***

 12.32
***

4.73
**

1.65 5.37
**


 2.79(5.87)

***
3.81(6.52)

***
-4.41(-7.10)

***
-43.27(-7.89)

***
-11.00(-7.45)

***


 2.53(5.27)

***
5.49(9.28)

***
-0.39(-0.63) -39.36(-7.06)

***
 -8.22(-5.49)

*** 

  
  

 0.22  6.09
**

 30.84
***

0.38   2.62

패  B: 회 율


 0.070(8.75)

***
0.227(10.40)

***
0.415(8.56)

***
-0.583(-3.90)

***
 0.041(1.02)


 0.022(2.69)

***
0.071(3.27)

***
0.222(4.55)

***
-1.302(-8.61)

***
-0.239(-5.90)

***

  
  

 27.26
***

 37.87
***

 11.83
***

 17.23
***

36.36
***


 0.015(2.20)

***
0.096(4.89)

***
0.278(6.32)

***
-1.022(-9.27)

***
-0.316(-9.55)

***


 0.031(4.26)

***
0.118(5.90)

***
0.340(7.63)

***
 0.251(2.24)

***
 0.109(3.26)

***

  
  

 3.29
*

0.85 1.46  97.96
***

121.80
***

패  C: 


 -178.82(-1.51) 18.12(20.02)

***
8.14(32.45)

***
1.05(21.28)

***
-37.90(-1.28)


   65.10(0.54) 25.49(27.91)

***
9.72(38.43)

***
1.31(26.27)

***
 24.90(0.83)

  
  

   3.16
*

 49.43
***

 29.82
***

20.06   3.37
*


 -119.83(-1.01) 17.60(19.55)

***
 7.76(31.21)

***
0.98(20.21)

***
-25.58(-0.86)


   45.59(0.38) 26.42(28.93)

***
10.31(40.90)

***
1.49(30.18)

***
 16.31(0.54)

  
  

  1.42  70.26
***

 77.61
***

 79.73
***

1.47

패  D: H-L스 드


 -0.079(-4.45)

***
0.090(6.92)

***
 0.055(5.21)

***
0.064(7.58)

***
 0.033(5.09)

***


 -0.237(-13.27)

***
-0.066(-5.08)

***
-0.009(-0.88) 0.026(3.12)

***
-0.071(-10.72)

***

  
  

 59.89
***

108.60
***

27.86
***

14.76
***

189.40
***


 -0.086(-4.95)

***
 0.060(4.64)

***
 0.041(3.88)

***
0.044(5.29)

***
 0.007(1.13)


 -0.176(-9.87)

***
-0.052(-4.01)

***
-0.000(-0.03) 0.027(3.19)

***
-0.046(-7.10)

***

  
  

 19.11
***

 55.87
***

11.29
***

3.15
*

51.18
***

패  E: 호가스 드


  0.003(0.67) 0.033(10.63)

***
0.054(21.32)

***
0.023(16.52)

***
0.028(14.96)

***


 -0.027(-5.12)

***
0.022(6.91)

***
0.060(23.42)

***
0.032(22.48)

***
0.021(11.22)

***

  
  

  25.52
***

 10.06
***

4.07
***

28.03  9.95
***


 -0.001(-0.25) 0.029(9.33)

***
0.050(19.93)

***
0.022(15.65)

***
0.023(12.44)

***


 -0.013(-2.53)

***
0.030(9.49)

***
0.067(26.21)

***
0.035(24.64)

***
0.030(15.89)

***

  
  

 3.94
*

0.06 32.68
***

64.03  9.91
***

<표 10> 유가증권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지속 효과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지속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기(2019년 6월 3일～2019년 8월 14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후반기(2019년 8월 15일～2019년 

10월 31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기(2019년 6월 3일～2019년 8월 14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후반기(2019년 8월 15일～2019년 10월 31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귀무가설은 반기의 단기효과와 후반기의 장기효과가 동일하다는 F통계치이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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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효과의 차이는 5% 수 에서 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 종목 수 에서는 

장기효과가 단기효과를 지배한다. 패  C에서 에 해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에서 

공통 으로 포트폴리오 2～4까지는 1%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장단기효과에서 

모두 가격충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표 5>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체 기간에서 

비유동성이 증가한 결과와 부합한다. 한편 포트폴리오 1에서 단기효과의 부호는 음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 으로 비유의 이다. 장기효과에서는 양으로 반 되었지만, 역시 통계  

유의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  회귀식에서 포트폴리오 1의 장단기 효과의 차이는 10% 

수 에서 유의 이었지만, 통제 후 회귀식에서 차이의 유의성은 소멸되었다. 결과 으로 <표 

5>에서 나타난 에서 포트폴리오 1과 체 표본종목에서 발견된 비유의 인 음의 회귀계수는 

반기에서 나타난 단기효과가 지배했음이 확인된다.

패  D에서는 H-L스 드에 해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제고의 지속성에 미친 향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5>에서 확인했던 포트폴리오 1의 유의 인 음의 회귀계수를 

장기와 단기로 분해하면, 장기와 단기에서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이지만 장기효과가 더 

큰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에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던 포트폴리오 2부터 포트폴리오 

4를 장기와 단기효과로 구분하면 포트폴리오 2에서는 장기효과에서는 유동성 제고 효과가 확인된 

반면, 포트폴리오 3의 장기효과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패  E에서는 호가스 드에 해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제고의 지속성에 미친 향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계수의 크기

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경제  의미는 동일하므로 통제 후 회귀식의 결과를 심으로 설명한다. 

통제 후 회귀식에서는 포트폴리오 1에서만 단기 효과에서는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으나 통계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장기 효과에서는 1% 수 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3.4.3 코스닥시장

<표 11>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  변동에 미친 지속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패  A의 거래 에 해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의 단기효과를 

비교하면 회귀계수의 부호와 통계  유의성은 질 인 측면에서 변동이 없었지만, 통제 후 회귀식의 

장기효과에서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통계  유의성이 나타남을 보여 다. 즉, 포트폴리오 4에서 

단기효과의 음의 회귀계수가 장기효과의 양의 회귀계수를 잠식한 결과를 제외하면, 모든 종목에서 

거래활성화의 장기효과가 발생했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10>에서 유가증권시장

보다 코스닥시장에서 장기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이 유의 으로 확 되었음을 시사한다.

패  B에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회 율 제고의 지속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의 결과를 비교하면, 장기와 단기에서 상 효과가 실 된 

포트폴리오는 1～3이며, 거래가 가장 활발한 포트폴리오 4에서는 반  효과가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2와 포트폴리오 3에서 장기효과는 단기효과보다 1% 수 에서 유의 으로 크다. 

포트폴리오 4에서도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는 반  부호로 추정되었지만, 단기효과보다는 

장기효과가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체 종목들에서 나타난 단기효과는 거래세율 인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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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 4(고) 체

패  A: 거래


 5.69(12.83)*** 6.13(13.22)***  1.87(3.03)*** -15.80(-6.08)*** -0.31(-0.44)


  6.78(15.17)

***
5.87(12.55)

***
-1.61(-2.59)

***
-7.56(-2.89)

***
1.16(1.63)

  
  

 4.56
*

0.25 23.79
**

7.54
**

3.22


  1.56(3.69)*** 3.31(7.95)***  1.80(3.34)*** -10.62(-4.41)*** -4.02(-5.96)***


  4.43(10.73)

***
5.49(13.43)

***
 1.80(3.41)

***
  6.73(2.85)

***
2.19(3.31)

***

  
  

 35.26
**

20.55
**

 0.00   39.48
**

64.15
**

패  B: 회 율


 0.484(17.07)

***
0.653(14.41)

***
0.156(3.11)

***
-1.071(-9.36)

***
0.067(1.95)

*


 0.384(13.43)*** 0.752(16.44)*** 0.194(3.84)*** -1.531(-13.32)*** -0.030(-0.89)

  
  

   9.24
**

  3.56 0.43 12.16
**

6.05
*


 0.177(6.76)

***
0.300(7.59)

***
0.032(0.77) -0.699(-7.74)

***
-0.202(-7.02)

***


 0.227(8.86)*** 0.568(14.63)*** 0.315(7.64)*** -0.261(-2.95)*** 0.055(1.96)*

  
  

  2.78  34.70
**

 34.28
**

  17.88
**

60.48
**

패  C: 


 -7,012(-4.91)

***
22.09(27.17)

***
13.69(34.94)

***
5.29(35.81)

***
-1,750(-4.92)

***


 -3,936(-2.73)

***
32.08(39.21)

***
17.47(44.30)

***
5.94(39.89)

***
-989(-2.76)

***

  
  

  3.45 113.36** 69.80** 14.49** 3.42


 -5,319(-3.62)

***
16.25(19.68)

***
 9.37(23.78)

***
3.72(24.89)

***
-1,532(-4.18)

***


 -3,016(-2.09)

**
32.03(39.64)

***
17.26(44.68)

***
5.95(40.56)

***
-1,009(-2.81)

***

  
  

 1.86 277.44** 303.37** 168.79**  1.54

패  D: H-L스 드


 -0.010(-0.59) 0.096(7.06)*** 0.116(9.69)*** 0.166(17.29)*** 0.093(13.71)***


 -0.172(-9.85)

***
-0.036(-2.63)

***
0.057(4.70)

***
0.138(14.24)

***
-0.001(-0.15)

  
  

   65.27
**

70.63
**

18.40
**

6.26
*

143.64
**


 -0.044(-2.48)** 0.069(4.93)*** 0.088(7.15)*** 0.136(13.90)*** 0.059(8.69)***


 -0.152(-8.80)

***
-0.040(-2.91)

***
0.043(3.55)

***
0.105(10.95)

***
0.008(-1.20)

  
  

   28.78
**

45.79
**

10.19
**

7.41
**

73.67
**

패  E: 호가스 드


  0.017(3.73)

***
0.029(9.89)

***
0.052(21.01)

***
0.053(28.27)

***
0.037(22.75)

***


 -0.011(-2.40)** 0.014(4.56)*** 0.049(19.77)*** 0.050(26.84)*** 0.025(14.80)***

  
  

 28.09
**

  21.12
**

0.95 1.11 45.85
**


 -0.005(-1.13) 0.009(3.06)

***
0.035(13.88)

***
0.039(20.59)

***
0.019(11.31)

***


 -0.010(-2.05)* 0.014(4.81)*** 0.050(20.37)*** 0.051(27.33)*** 0.026(15.40)***

  
  

 0.59 2.07  27.84
**

29.30
**

 10.86
**

<표 11> 코스닥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지속 효과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지속 효과에 
한 일별-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 패 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을 기 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기

(2019년 6월 3일～2019년 8월 14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후반기(2019년 8월 15일～2019년 10월 
31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반기(2019년 6월 3일～2019년 8월 14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며, 

는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에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후반기(2019년 8월 15일～2019년 10월 31일)에 해당하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귀무가설은 반기의 단기효과와 후반기의 장기효과가 동일하다는 F통계치이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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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는 효과가 큰 포트폴리오 4의 수치가 포트폴리오 1～3의 기  효과를 잠식한 순효과이며, 

장기효과는 포트폴리오 1～3의 기  효과가 포트폴리오 4의 반  효과를 잠식한 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패  C에서 에 해 통제  회귀식과 통제 후 회귀식에서 모든 포트폴리오의 추정된 

부호와 통계  유의수 은 <표 6>의 패  C에서 나타난 체 기간 더미변수와 일치한다. 

즉, 포트폴리오 1에서는 장기효과와 단기효과가 모두 상 효과와 부합하여 발생한 반면, 

포트폴리오 2～4에서는 단기와 장기에서 반 효과가 발생한 결과를 보여 다. 통제 후 회귀식에서 

포트폴리오 1에서 장기효과는 단기효과와 비해서 수치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 

기간의 효과 차이에서 유의성은 없었다.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1의 장단기효과의 효과는 

포트폴리오 2～4까지의 효과의 합을 지배하기 때문에, 체 포트폴리오에서 가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패  D에서는 H-L스 드에 해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제고의 지속성에 미친 향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6>에서 확인했던 포트폴리오 1의 유의 인 음의 회귀계수를 

분해한 장기효과와 단기효과에서는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이지만 장기효과가 더 큰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효과의 특성은 <표 10>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포트폴리오 1을 추정한 

결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한 <표 6>에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던 포트폴리오 2에 해 

장기와 단기효과를 분리하면 장기효과에서 유동성 제고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표 6>의 

추정결과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반  효과로 해석된 결과는 단기효과의 크기가 장기효과를 

잠식하여 나타난 순효과이다. 

패  E에서는 호가스 드에 해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 제고의 지속성에 미친 향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통제  회귀분석에서 포트폴리오 1에서는 장기효과에서만 

1% 수 의 통계  유의성이 나타났다. 통제 후 회귀식에서는 포트폴리오 1에서만 단기 효과에서는 

음의 수치가 나타났지만 통계  유의성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장기 효과에서는 1% 수 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3.5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유동성 변동과 기업특성 간 관계

3.2부터 3.4까지의 거래세율 인하에 한 분석은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해 일별-횡단면 차원에서 

수익률과 변동성을 통제하여 심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기업특성(firm characteristic)이 유동성에 

미치는 향을 추가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에서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변동에 

기업특성 변수가 미치는 향력을 식 (10)의 횡단면 회귀분석으로 수행한다. 


         (10)

×   ×  ×   ×  

×  ×   

유가증권시장의 회귀분석에 도입된 설명변수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인 더미변수(),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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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시가비율(), 개인투자자거래 비 (), 기 투자자거래 비 (), 시장

조성자의 지정 여부(mm), 코스피200지수 편입(inclu) 등이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200지수 

편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설명변수들에 포함된다. 회귀분석모형에는 기업특성 변수와 

거래세율 인하 기간 더미변수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식 (10)의 

회귀분석 추정 결과에서는 기업특성의 효과를 통제한 거래세율 인하의 유동성 변동 규모,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기업특성 변수와 유동성 수  간의 계, 그리고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인하 후 기간의 기업특성 변수가 유동성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 도입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은 거래세율 인하  기간과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별로 개별 종목의 시계열 평균이다. 구체 으로, 기업규모는 일별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이며, 장부가-시가비율은 거래세율 인하 시행 직  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보통주 

자본 을 일별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  값이다. 개인투자자 거래비 과 기 투자자 거래비 은 

각각 일별 거래 에서 식 (7)로 측정한 개인투자자 거래 과 기 투자자 거래 이 차지하는 

비 의 일평균이다. 시장조성자 지정 변수는 2019년도 유가증권시장에 지정된 500개의 종목과 

코스닥시장에 지정된 39개 종목이다.

<표 12>의 패  A인 유가증권시장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의 통계  유의성이 확인된 유동성 

변수는 없었다. 즉, 기업의 특성을 통제할 때 거래세율 인하가 시장 체 유동성 변동에 미친 

향은 비유의 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에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추정결과와 다른 이유는 기업특성 변수가 미치는 향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와 

거래 은 양의 계이며, , H-L스 드, 호가스 드와는 음의 계로 추정되었다. 

한 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 율과 H-L스 드는 낮은 반면, 와 호가스 드는 

높은 계를 보 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개인투자자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거래 과 

, 호가스 드도 유의 인 수 에서 높았지만, H-L스 드는 감소했다. 한 기 투자자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와 호가스 드도 높았지만, 회 율과 H-L스 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유의 인 음의 부호로 추정된 결과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 거래 이 

낮은 종목을 상으로 시장조성자가 지정된 상으로 해석되며, 와 호가스 드는 유의 인 

음의 계를 보 다. 코스피200종목으로 편입된 기업일수록 호가스 드는 낮았지만, 다른 

유동성 변수들과의 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호항의 회귀계수에서 유의 으로 추정된 

결과는 없었다. 즉,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기업특성변수들과 유동성간의 계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도 유의 인 변동 없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패  B의 코스닥시장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는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업 특성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거래세율 인하 후에도 체 유동성은 

변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가 큰 기업들은 거래 이 높은 반면, 다른 거래지표인 

회 율과 감소하는 계를 보 다. 그러나 , H-L스 드, 그리고 호가스 드와는 유가

증권시장의 기업들과 같이 음의 계로 추정되었다.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과 시장조성자 

지정 여부는 유동성 변동과 련성이 없었다. 개인투자자와 기 투자자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 호가스 드는 높은 반면 H-L스 드는 감소하는 공통 인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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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동성에 대한 기업특성 변수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상장 종목들의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기업특성

변수들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설명변수인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2019년 6월 3일～2019년 

10월 31일)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기업규모는 일별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이며, 장부가 시가 비율은 거래세율 인하 시행 직 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보통주 자본 을 

일별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  값이다. 개인투자자비 과 기 투자자비 은 각각 일별 거래 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과 기 투자자 거래 이 차지하는 비 의 일평균이다. 시장조성자 지정 변수는 

2019년도 유가증권시장에 지정된 500개의 종목과 코스닥시장에 지정된 39개 종목이다. 코스피200종목 

편입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만 한정된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설명변수 거래 회 율  H-L스 드 호가스 드

패  A: 유가증권시장

 -2,026(-10.66)
***

0.514 (0.23) 191.71(0.85) 2.418(9.28)
***

0.843(6.26)
***

 292(1.12) -2.924(-0.95) 169.39(0.54) -0.417(-1.16) 0.272(1.47)

size   147(15.49)
***

0.067(0.60) -33.45(-2.96)
***

-0.088(-6.77)
***

-0.055(-8.19)
***

B/M  2.35(0.38) -0.003(-4.17)
***

23.02(3.14)
***

-0.070(-8.23)
***

0.000(3.69)
***

indi   409(3.55)*** 1.160(0.86) 303.21(2.21)** -0.333(-2.11)** 0.210(2.58)***

inst   -77(-0.51) -4.436(-2.48)
***

533.00(2.94)
***

-0.487(-2.33)
**

0.560(5.18)
***

mm -48.34(-3.25)
***

0.002(0.01) -55.35(-3.13)
***

0.037(1.83)
*

-0.040(-3.82)
***

inclu -52.10(-1.92)* 0.276(0.87) 25.03(0.77) 0.008(0.22) -0.057(-2.97)***

×size -24.67(-1.85) 0.086(0.55) -12.68(-0.80) 0.014(0.77) -0.014(-1.46)

×B/M -4.21(-0.51) 0.000(0.09) -5.04(-0.51) 0.000(0.59) -0.000(-0.76)

×indi 15.41(0.10) 2.677(1.44) -4.44(-0.02) 0.334(1.53) -0.095(-0.85)

×inst 72.20(0.35) 0.761(0.31) 262.57(1.06) 0.146(0.51) -0.050(-0.34)

×mm 11.80(0.56) -0.078(-0.32) -14.60(-0.58) -0.048(-1.66) 0.021(1.39)

×inclu 24.85(0.64) 0.592(1.31) -55.01(-1.20) 0.029(0.55) -0.024(-0.86)

0.304 0.150 0.105 0.238 0.398

패  B: 코스닥

 -74.54(-1.00)  3.130(1.08) -41,082(-2.95)
***

2.600(8.62)
***

-0.230(-1.87)

 -91.45(-0.95) -3.364(-0.90) -12,425(-1.37) -0.189(-0.49)  0.002(0.01)

size 9.17 (2.92)
***

-0.398(-3.27)
***

-4,248 (-7.24)
***

-0.096(-7.59)
***

-0.022(-4.22)
***

B/M 0.83(0.26) -0.000(-1.08) -6.217 (-1.01) -0.006(-0.45)  0.000(-0.53)

indi 1.91(0.03)  3.998(1.73)* 95,707 (8.60)*** -0.432(-1.80)*  0.909(9.28)***

inst 18.48(0.21) -0.755(-0.22) 213,500(13.16)
***

-1.104(-3.15)
***

 1.277(8.94)
***

mm 7.88(0.57)  0.033(0.06) -1,506 (-0.58) 0.019(0.34) -0.023(-1.02)

×size 3.60(0.82)  0.145(0.85) 2,276 (2.78)*** -0.004(-0.25) -0.001(-0.14)

×B/M 7.05(1.35)  0.000(2.22)
**

0.632 (0.00) 0.006(3.05)
***

 0.000(1.25)

×indi 57.34(0.76)  1.996(0.68) -72,955(-5.14)
***

0.248(0.81)  0.069(0.55)

×inst 33.98(0.30)  1.962(0.45) -144,651(-6.83)*** 0.717(1.56)  0.143(0.76)

×mm 20.81(1.07)  0.306(0.40) 383(0.11) 0.045(0.57)  0.016(0.50)

0.013 0.059 0.132 0.1085 0.168

이제 교호항의 회귀계수로부터 거래세율 인하  기간 비 설명변수의 향력이 변동한 

정도를 보기로 한다. 회 율에서 × 의 양의 회귀계수는 5% 수 에서 유의 이지만, 그 

크기는 낮았다. 에서는 × 와 × 는 1% 수 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동안 에 한 개인투자자와 기 투자자의 거래 향력은 유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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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B/M mm inclu ×size ×B/M ×mm ×inclu   

패  A: 유가증권시장

거

래

기 -38.85 -3.015 3.34 0.08 -2.17 -3.49 -0.44 -0.05 0.45 0.36 0.231

(-12.26)*** (-0.75) (12.76)*** (0.36) (-4.22)*** (-3.83)*** (-1.18) (-0.16) (0.62) (0.28)

개인 -30.35 -4.882 3.00 -0.90 -3.44 -4.65 -0.91 0.09 0.60 1.52 0.222

(-10.49)
***

(-1.33) (12.54)
***

(-4.52)
***

(-7.31)
***

(-5.58)
***

(-2.70)
***

(0.33) (0.91) (1.30)

외국인 -47.80 -3.052 4.12 0.06 -2.65 -4.71 -0.56 -0.11 0.46 0.57 0.223

(-12.24)
***

(-0.62) (12.76)
***

(0.21) (-4.17)
***

(-4.19)
***

(-1.23) (-0.30) (0.52) (0.36)

회

율

기 -0.142 -0.009 0.016 -0.006 -0.013 0.016 -0.006 0.001 0.004 0.009 0.298

(-6.59)*** (-3.02)***  (9.23)*** (-3.89)*** (-3.77)*** (2.66)***  (-2.46)** (0.45) (0.72) (1.06)

개인 5.057 0.055 -0.262 -0.370 -0.282 -0.380 -0.057 0.002 -0.210 0.087 0.098

(5.01)
***

(0.63) (-3.14)
***

(-5.31)
***

(-1.72)
*

(-1.31) (-0.48) (0.02) (-0.91) (0.21)

외국인 0.069 0.083 0.006 -0.023 -0.031 -0.006 -0.009 -0.005 -0.015 0.001 0.128

(1.48) (1.51) (1.56) (-7.12)
***

(-4.04)
***

(-0.45) (-1.59) (-1.20) (-1.39) (0.05)

패  B: 코스닥

거

래

기 -2.334 0.424 0.221 0.004 0.133 -0.040 0.000 0.122 0.139

(-12.57)
***

(1.60) (13.64)
***

(1.78)
*

(1.63) (-1.74)
*

(-0.08) (1.05)

개인 -2.696 -2.163 0.476 0.002 0.448 0.171 0.064 1.448 0.004

(-0.97) (-0.55)  (1.97)** (0.05) (0.37) (0.49) (1.37) (0.84)

외국인 -2.598 0.003 0.255 0.003 0.254 0.002 0.003 0.168 0.088

(-8.39)
***

(0.01) (9.44)
***

(1.01) (1.86) (0.06) (0.59) (0.87)

회

율

기 -0.145  0.031 0.017 0.000 0.035 -0.003 0.000 0.007 0.049

(-4.91)
***

(0.73)  (6.60)
***

(-0.21)  (2.68)
***

(-0.83) (-0.79) (0.36)

개인 9.409 -1.397 -0.673 -0.015 -0.420 0.111 0.041 0.275 0.039

 (8.07)*** (-0.84) (-6.61)*** (-1.22) (-0.82) (0.76)  (2.08)** (0.38)

외국인 0.177 0.091 -0.004 -0.001 0.033 -0.005 0.002 0.011 0.022

 (3.27)
***

(1.17) (-0.94) (-1.15) (1.38) (-0.80)  (2.06)
**

(0.32)

<표 13> 투자자 유형별 유동성에 대한 기업특성 변수의 회귀분석

2019년 6월 3일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한 상장 종목들의 투자자별(기 , 개인, 외국인)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한 기업특성변수들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이다. 설명변수인 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2019년 6월 3일～2019년 10월 31일)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기업규모는 

일별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이며, 장부가 시가 비율은 거래세율 인하 시행 직 년도 말 재무

상태표의 보통주 자본 을 일별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  값이다. 개인투자자비 과 기 투자자비 은 

각각 일별 거래 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과 기 투자자 거래 이 차지하는 비 의 일평균이다. 

시장조성자 지정 변수는 2019년도 유가증권시장에 지정된 500개의 종목과 코스닥시장에 지정된 39개 

종목이다. 코스피200종목 편입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만 한정된다. 회귀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와 

랜덤효과(random effect)를 통제했다. 호안의 값은 Newey and West(1987)의 이분산성을 조정한 

t-통계치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에서 각각 유의 이다.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서 × 는 5%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이는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의 와 간의 음의 계는 그 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L스 드에서도 ×   회귀계수는 0.006으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회귀계수인 -0.006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3.3의 투자자 유형별 유동성 변동 효과에 해 기업특성을 통제하여 반 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된다. 종속변수는 식 (7)과 식 (8)의 투자자별 거래 과 회 율이며, 설명변수로는 

투자자별거래 비 은 제외한 기업특성 변수들을 도입하여 회귀분석으로 추정했다. 패  A의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더미변수의 추정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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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유의 이다. 는 투자자별 거래 과 모두 1% 유의수 에서 양의 계로 추정

되었지만, 가 높은 기업일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시장

조성자 종목들과 코스피200편입 종목들의 거래 이 낮은 종목에 지정되거나 편입된 결과를 

보 으며 모두 1% 수 에서 유의 이었다. 더미변수와 기업특성 변수의 교호항이 유의 인 

경우는 개인투자자의 × 에서만 음으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  기간보다 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회 율의 결과를 보도록 한다. 거래세율 인하의 더미변수의 추정 회귀계수 는 기 에서만 

1% 수 에서 음의 부호로 1% 수 에서 유의 이다. 기 의 회 율은 가 클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지만 개인의 회 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계를 보 다. 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 

투자자의 회 율은 감소하는 계를 보 으며, 시장조성자가 지정된 종목들은 기 과 외국인의 

회 율이 낮은 종목인 특성을 보 다. 더미변수와 기업특성 변수의 교호항의 회귀계수는 

기 에서만 × 가 유의 인 음의 부호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 후 기업규모와 기 의 

회 율간의 계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패  B는 코스닥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거래 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더미변수()의 

추정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 이다. 는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모든 투자주체에서 1% 

유의수 에서 양의 계를 보 지만, 과 × 은 기 에서만 10% 수 에서 약한 유의성을 

보 다. 회 율에서도 더미변수()의 추정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 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는 기 의 회 율과 1% 수 에서 유의 인 양의 계를 보 으나, 개인과는 반  

계로 나타났다. 기 의 회 율은 시장조성자가 지정된 종목에서 비지정 종목보다 더 높은 

추정결과를 보 다.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개인과 외국인에서 × 은 유의 인 양으로 

추정되어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향력이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거래세율 인하 의 유동성과 기업특성간의 계는 반 으로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도 지속되었으며, 유의 으로 차이가 나타난 기업특성변수는 제한 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6 증권거래세 수입 변동 효과

3.1부터 3.5까지는 거래세율 인하가 유동성을 심으로 시장의 질  수 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이러한 과세 정책에 한 효과는 조세수입의 재정  측면도 고려하여 악해야 하므로,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조세수입의 변동을 분석한다.

<표 14>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증권거래세와 농어 특별세 수입과 연간 증가율을 

보여 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 수입은 농어 특별세 세입을 포함한 수치이다. 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2019년의 주식시장의 조세수입액은 5조 7,930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수입액(2조 

9,551억 원)의 비 이 코스닥시장보다 소폭 높았다. 체 주식시장 증권거래세에서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 은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9.77%에 이르고 

있다. 

거래세율이 인하된 2019년의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 수입은 2조 9,551억 원으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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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32.96%가 하락했으며, 코스닥시장의 거래세도 2조 8,379억 원으로 년 비 21%가 

하락했다. 두 시장의 2019년의 거래세 수입 하락율은 표에 제시된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가 거래활성화에 따른 조세 수입의 증가 

효과를 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20년의 주식시장의 거래세 수입은 13조 2,525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최고수 으로 2019년 수입의 2배를 과했다. 그러나 2020년의 거래세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 정부의 양  완화 정책과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에 따른 

소  ‘동학개미운동’의 이례 인 이벤트의 효과이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로 인한 

효과의 직 인 연 성을 부여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가증권시장

 (A)

41,569 49,587 34,494 29,528 29,212 39,478 33,418 36,319 44,077 29,551 66,572 

(19.29) (-30.44) (-14.40) (-1.07) (35.14) (-15.35) (8.68) (21.36) (-32.96) (125.28) 

코스닥시장

 (B)

14,495 16,675 15,860 13,542 14,430 26,129 24,507 26,505 35,924 28,379 65,952 

(15.05) (-4.89) (-14.62) (6.56) (81.08) (-6.21) (8.15) (35.54) (-21.00) (132.40) 

체

 (A+B)

56,064 66,262 50,354 43,070 43,642 65,607 57,924 62,823 80,001 57,930 132,525 

(18.19) (-24.01) (-14.47) (1.33) (50.33) (-11.71) (8.46) (27.34) (-27.59) (128.77) 

<표 14> 연도별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수입 추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수입(억 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 수입은 

농어 특별세 세입을 포함한 수치이며, 호안의 수치는 년 비 증가율(%)이다.

출처: 국세통계연보,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표 15>는 거래 의 수치를 근거로 추정한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거래세 수입 비 

인하 후 기간의 수입의 성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일평균 거래  

규모의 순 로부터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으며, 각 포트폴리오별로 구성 종목들의 기간별 

총거래 에 거래세율을 곱하여 산출했다.14)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체 표본기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2조 7,295억 원과 2조 1,162억 원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  

기  상  25%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 4의 종목들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거래세 체 

수입의 86.63%를 기여하고 있으며, 상  50%까지 확 한다면 96.47%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에서도 상  50%의 종목들이 거래세율 인하  기간의 거래세 체 수입의 91.04%를 기여하여, 

조세 수입에서 과도한 집 도 상을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인하 후 기간의 거래세 수입은 인하  기간 비 4,632억 원 감소(-29.02%)

했으며, 이는 거래  규모 하  50%(포트폴리오 1과 2)의 증가분인 395억 원을 상  50%

(포트폴리오 3과 4)의 폭 인 감소분이 잠식한 결과이다.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서 하  

50%의 거래세 수입 기여도는 4.92%포인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  50%의 기여도는 

90%를 과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에서 하  50%의 거래세 수입 기여도는 

9.60%포인트가 증가했지만, 인하 후 기간의 거래세 수입은 포트폴리오 4의 세입 감소분 2,132억 

원으로 인해 인하  기간 비 1,638억 원 감소(-14.37%)했다. 이상의 결과는 <표 12>에서 

14) 이는 결국 증권거래세 수입 규모에 따른 포트폴리오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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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거래규모가 커서 세입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의 인하 후 기간의 거래감소에 기인한다.

<표 15>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후 기간 거래세수입 변동

거래세율 인하  기간(2019.1.2～2019.5.31)과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2019.6.3.～2019.10.31.)의 증권

거래세 수입이다. 인하  기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거래 ×0.3%이며 인하 후 기간의 수입은 거래 ×

0.25%이다. 수입 기여도(%)는 시장별 체 세수입에서 각 포트폴리오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 이다.

거래  기  

포트폴리오

거래세율 인하  기간

(2019.1.2.～2019.5.31.)

거래세율 인하 후 기간

(2019.6.3.～2019.10.31.)

차이 

(인하 후 - 인하 )

수입(억 원) 기여도(%) 수입(억 원) 기여도(%) 수입(억 원) 증가율(%) 기여도(%p) 

패  A: 유가증권시장

1( ) 101 (0.63) 314 (2.77) 214 [212.69] (2.14) 

2 463 (2.90) 644 (5.68) 181 [ 39.01] (2.78) 

3 1,570 (9.83) 1,157 (10.21) -413 [-26.33] (0.37) 

4(고) 13,830 (86.63) 9,217 (81.34) -4,613 [-33.36] (-5.30) 

체 15,964 (100.00) 11,331 (100.00) -4,632 [-29.02] (0.00) 

패  B: 코스닥시장

1( ) 222 (1.94)    662 (6.78) 440 [198.68] (4.84) 

2 801 (7.03)  1,151 (11.79) 350 [ 43.74] (4.77) 

3    1,940 (17.01)  1,643 (16.83) -296 [-15.28] (-0.18) 

4(고)    8,438 (74.02)  6,305 (64.59) -2,132 [-25.27] (-9.42) 

체   11,400 (100.00)  9,762 (100.00) -1,638 [-14.37] (0.00) 

주식시장 체 27,364 21,093 -6,271 [-22.92]

4. 결론

본 연구는 2019년에 시행된 증권거래세의 0.05%포인트의 세율 인하 조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실효성을 평가하여 자본시장 과세 결정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했다. 

거래세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명시  거래비용으로 유동성에 향을 요한 요소이지만, 증권

거래세가 주식시장의 질  수 에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 해외 국가들의 선행 연구들은 

그 효과의 유의성에 해 일 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2019년도의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이 다각 인 시장 유동성 수 에 미친 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연속 으로 

상장된 종목들을 상으로 실증 으로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모두 스 드나 

가격충격과 같은 질  유동성보다는 거래 과 회 율과 같은 양  유동성에 해서 거래세율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결과는 스 드는 거래자들의 주문 제출과 

같은 유동성의 공 으로 실 되는 측정치이므로 거래세 인하의 직  효과가 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양  유동성 제고 효과는 거래세율 인하  기간에 거래규모가 

낮은 종목들에 해서 강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에서는 상반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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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다른 명시  거래비용인 거래수수료와 비교할 때, 거래 액 규모에 

계없이 세율이 고정되어 부과되는 거래세와 달리 거래수수료율은 거래 액 규모가 클수록 

할인되어 용되므로 상 으로 거래규모가 큰 주식보다 거래규모가 낮은 주식에서 거래세율 

인하의 거래비용의 감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양  유동성에서 효과가 시 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 종목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반 인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셋째, 유동성 제고의 상 효과가 발생한 종목들에서는 거래

세율이 인하한 직후의 단기는 물론 표본기간 후반까지 지속하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는 거래세가 거래비용  특성에서 유동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유동성 수 별로 

차별 이면서 유동성 종목에서 제한 으로 발생함을 보여 다. 즉, 조세의 탄력성이 높은 

유동성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비용 부담에 민감하므로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같은 실증 결과는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한 수단으로 거래비용 수 과 책정 방식에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의 1차 인하를 사례로 분석했지만, 2차 인하와 3차 인하 사례에 

한 실증 분석 결과가 후속 으로 진행되면 과세 정책이 시장의 질  수 에 미친 향을 

종합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유동성 제고 효과에만 을 

두었으나 가격발견이나 변동성을 포함하는 시장의 질  수 으로 확장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

한다면 조세 정책과 련하여 정책  시사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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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기준금액별 주식거래수수료율 통계

2021년 8월 7일 기  36개 증권사의 주식거래수수료율(%)의 통계치이다.    

기 액 통계치 오 라인 HTS ARS 스마트폰

10만 원

최소값 0.100 0.010 0.140 0.010

최 값 0.500 1.647 0.697 1.098

평균 0.456 0.439 0.264 0.265

수 0.490 0.420 0.200 0.140

표 편차 0.093 0.439 0.158 0.301

50만 원

최소값 0.100 0.014 0.140 0.014

최 값 0.750 0.500 0.297 0.378

평균 0.469 0.238 0.218 0.156

수 0.497 0.249 0.200 0.140

표 편차 0.110 0.159 0.040 0.105

100만 원

최소값 0.100 0.015 0.140 0.015

최 값 0.600 0.308 0.250 0.288

평균 0.463 0.182 0.214 0.142

수 0.497 0.217 0.200 0.140

표 편차 0.092 0.094 0.034 0.078

500만 원

최소값 0.100 0.015 0.140 0.015

최 값 0.500 0.180 0.250 0.197

평균 0.458 0.117 0.207 0.116

수 0.497 0.140 0.199 0.140

표 편차 0.094 0.055 0.037 0.055

1,000만 원

최소값 0.100 0.015 0.140 0.015

최 값 0.500 0.158 0.250 0.197

평균 0.456 0.109 0.207 0.115

수 0.497 0.130 0.199 0.138

표 편차 0.093 0.049 0.037 0.054

1억 원

최소값 0.100 0.015 0.099 0.015

최 값 0.500 0.140 0.250 0.198

평균 0.454 0.084 0.206 0.114

수 0.497 0.097 0.200 0.100

표 편차 0.091 0.034 0.043 0.055

출처: 융투자 회 자공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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