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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Equity Indices Remember Cash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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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Most equity indices we come across are calculated without taking cash dividends into account. 
Therefore, it does not properly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equity market, and has several 
problems as an underlying asset of equity index derivatives. An equity index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cash dividends is called a price index, and a equity index that considers 
cash dividends is called a return index. When a price index is used as an equity index, 
an inefficient phenomenon occurs in that the dividend yield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equity return the next day.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KOSPI 200 futures and 
spot returns on ex-dividend day goes away from the cost-of-carry model of futures prices, 
and the basis between their prices decreases in a few days after ex-dividend date. Considering 
this empirical evidence and the theoretical flaws of the current equity indices, it is now 
necessary to change the calculation method of equity indices from the price index to the 
return index method. This will allow equity indices to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equity 
market without any distortion, and will help determine the correct price of equity index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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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는 현금 배당을 기억할까?*

2)

 고  수 (부산 학교교수)
**

< 요 약 >

우리가 하는 부분의 주가지수들은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제 로 변하지도 못하고, 주가지수 생상품의 기 자산으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주가지수를 가격 지수,  배당을 고려한 주가지수를 수익 지수라고 

부른다. 가격 지수를 주가지수로 사용할 경우 배당 수익률이 다음 날 수익률에 양(+)의 향을 미치는 

비효율  상이 발생한다. 한, 배당락일에 선물 수익률이 왜곡되고 그 이후에 베이시스가 격히 

감소하는 이상 상을 보인다. 이런 실증  증거와 재 주가지수의 이론  결함을 고려할 때, 이제는 

주가지수의 계산 방법을 가격 지수에서 수익 지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주가지수가 왜곡 

없이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상품의 올바른 가격 결정에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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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주식시장의 상황을 악한다. 이때 가장 쉽고 

편하게 하는 정보가 주가지수이다. 세계 각국의 주가지수는 그 나라의 주식시장 황을 표한다. 

이 게 요한 주가지수가  배당에 한 정보를 기억할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쉽게 하는 

부분의 주가지수는  배당에 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 주가지수가  배당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배당이 발생하면 그 액에 해당하는 만큼 

주가지수의 하락 단 이 발생한다. 결국 주가지수에 의해 계산된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변할 수 없다. 이는 주가지수가  배당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식으로 계산되는 주가지수인 코스피 200을 살펴보자.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황을 악하기 한 지표이면서 많은 생상품의 기 자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별 

주가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인 인 요인들이 코스피 200의 연속성을 해치면 

시황 악에 왜곡이 발생한다. 인 인 요인들이란 다음과 같은 자기자본에 한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신규 상장,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  배당, 주식 병합, 주식 분할, 보통주 

환, 합병, 감자, 상장 폐지 등. Kim and Suh(2018)는 주식 수익률이 이런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없지만, 수정 

주가를 이용하여 가격 제한폭에 련된 당일 상·하한가 기 과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정 주가는 자기자본에 한 의사결정을 반 하여 계산되므로 주주의 

부에는 아무런 ( 는 거의) 향이 없다. 하지만 주가지수의 경우는 다르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변하는 지표이므로,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시황을 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주가지수는 정해진 수정 규칙을 통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각국의 

증권거래소와 주가지수 계산 주체들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주가지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배당에 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주가지수 하락 

단 이 발생한다. 

를 들어, 어제 주가지수의 종가가 3,200인데 배당락일에 지 이 결정된 배당 액이 주가지수 

단 로 200이라면, 오늘의 주가지수 시가는 3,200이 아닌 3,000을 기 으로 시작한다. 즉, 어제의 

종가 이후로 아무런 거래가 없으면 오늘 주가지수 시가는 3,000이다. 200만큼의 주가지수 하락 

단 이 생긴 것이다. 이 게 큰 주가지수 단 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주가지수에 한 배당의 

효과를 쉽게 알겠지만, 그런 하락 단 은 매일 조 씩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인지하기 어렵다. 

배당락일이 연  골고루 분포하는 미국과 달리, 12월 31일에 결산일이 집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락일에 주가의 큰 상승이 없다면, 주가지수의 단 을 인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배당락일에 주가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부분이어서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 단 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다.1) 

1) 최근의 30년(26년) 동안 배당락일에 코스피(코스피 200)의 수익률이 음(-)이었던 은 단 3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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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의 문제 에 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매우 실무 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계의 큰 주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가장 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핵심 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학술 인 연구를 통해서 주가지수의 계산과 공시에 있어서 시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표 인 주가지수로 100년 이상 인정을 받아온 다우존스 산업 평균(다우 지수)은 

주가 평균식이라는 태생  한계와 여러 오류로 인해서 많은 비 을 받아왔다. 이미 오래 에 

Shaw(1955), Milne(1966), Rudd(1979)는 주식 분할, 가  방법, 주식의 구성 등에 해서 

비 을 했다. Clarke and Statman(1998)은 다우 지수가  배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 하 다. Shoven and Sialm(2000)도 다우 지수의 계산 방법 오류를 지 하면서, 다우 지수가 

 배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 투자 수익률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게 한다고 하 다. 

최근에 Lin et al.(2021)은 다우 지수를 복제하여 새로이 계산된 다우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을 

표할 수 있다고 하 다.

미국의 실무  학계에서는 재 발표되는 주가지수의 실성 는 타당성에 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계산에 해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배당을 반 하지 않는 것에 해서 엄 한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로 인해, 미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주가지수의 계산에  배당이 반 될 

것으로 기 한다. 한편,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계산 방법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수용하여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배당이 고려되지 않는 역사  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무  역사  행에 의한 주가지수의 왜곡을 연구의 경제  동기로 하 다. 이를 

알아보기 해, 다양한 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이 락된 주가지수의 문제 을 

국제  에서 알아보았다.  배당의 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알아보기 

하여,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을 우리나라 환경에서 검증한다. 한 주가지수 생상품의 

입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배당락일에 보유 비용 모형의 이론  가격과 괴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괴리 상으로 인해 배당락일 이 에 지나치게 증가했던 베이시스가 

배당락일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이상 상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배당 제도와 주가지수의 계산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제3장은 주식 수익률과 주가지수의 역사에 해 검토하여 주가지수가 왜  배당을 고려하지 

않는가에 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배당과 주가지수를 다루는 제4장은  배당의 락이 

주가지수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가를 국제 으로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매스컴 

등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의 사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향을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제6장은 주가지수의 배당 락으로 인한  배당의 과소평가가 선물 가격 

왜곡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다. 제7장은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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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 제도와 주가지수

2.1 미국과 우리나라의 배당 제도

주가지수의  배당 락에 한 이해를 제고하기 해서, 미국의 배당 제도에 해서 

먼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배당에 한 의사결정이 모두 이사회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기 일, 액  지 일은 배당이 지 되는 월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사 으로 정해진다. 

즉, 배당 기 일 이  한 달 이내에 사 으로 배당에 한 모든 사항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 이 에는 배당에 한 사항들을 구도 알 수 없다. 미국의 주식회사들은 결산기가 

연  골고루 퍼져있으며, 배당을 지 하는 기업들은 1년에 1～4번 배당을 한다. 주식을 매입하면 

4일 결제가 용되므로, 오늘 주식을 매입하면 오늘을 포함하여 4 업일째( 는 3 업일 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따라서 배당 기 일로부터 기산하여 2 업일 이 배당락이 발생하는 

배당락일이다.2) 3 업일 에 매입하면 배당부 상태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배당 제도는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 배당 액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사 으로 결정한 배당 액을 주주총회가 사후 으로 승인한다. 

실질 으로는 이사회 결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주주총회 이 에는 정확한 배당 액을 

사 으로 알 수 없다. 배당 기 일은 법에 의해서 결산 월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월 결산인 부분의 기업들은 12월 31일이 배당 기 일이 된다.3) 하지만 12월 결산 기업들의 

정확한 배당 액은 2월 말이나 3월 쯤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입하면 3일 결제가 용되므로, 오늘 주식을 매입하면 오늘을 포함하여 3 업일째( 는 

2 업일 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다. 즉, 배당 기 일로부터 기산하여 1 업일 에 배당락이 

발생하므로 12월 마지막 업일  업일이 배당락일이다. 

2000년까지는 12월의 모든 업일에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휴일이 아니라면 

12월 30일까지 업일일 수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개 12월 26일 는 27일쯤에 폐장하 다. 

즉, 당해 연도의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이 마지막 업일보다 어도 2일 이상 앞섰다. 결과 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주식을 매입해도 12월 31일 이 에 주식 보유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식을 매입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배당락일은 1월 첫 거래일이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개장일과 업일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업일 직  업일이 배당락일이 되었다.  

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1월 첫날부터 12월 말일까지가 회계 연도인 12월 결산법인

들이어서, 12월 말일이 배당 기 일이다. 따라서 상장기업들의 배당락일이 12월에 몰려 있었는데, 

1997년 12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이나 회등록법인이 정 에 따라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이익 배당을 할 수 있게 하 다. 그 결과로 6월에 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2) 배당 기 일이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날이다.

3) 주주명부 기재는 주식시장의 개장 여부와는 계없이 업일에만 가능하다. 주주명부 기재는 결제 

기 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31일은 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기재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 인 배당 기 일은 바로 직  업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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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결산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지만, 간 배당은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 12월 

결산 기업의 간 배당 기 일은 6월 30일이고, 간 배당은 반드시 으로 지 해야 한다. 

분기마다 작성된 사업보고서의 실 에 따라 간 배당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직  결산기의 미처분 이익을 바탕으로 간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차이 이 있다. 한 미국은 

1년에 총 4회의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재까지 2회의 배당만이 가능하다.

2.2 배당 제도에 따른 주가지수의 계산

미국에서는 배당락일에 주가지수를 히 수정하여 주가지수의 단 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 으로는 그 지 않았다. 지 은 배당을 고려하여 단 이 없는 주가지수도 계산하여 

발표하지만, 아직도 매스컴에 발표되는 주가지수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주가지수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흔히 할 수 있는 다우 지수, S&P 500, 뉴욕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배당락에 

의한 단 이 발생하지만, 그 크기가 상 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한 주가지수 선물  옵션의 기 자산도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주가지수이므로, 생상품 

투자자들은 항상 배당락의 하락 단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당락을 반 하지 않는 주가지수 

계산의 행 때문에 많은 문제 이 발생했지만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이를 무시해 왔다. 

 배당 이외의 자기자본에 한 인 인 요인들을 반 하여 계산하는 주가지수를 가격 

지수(price index: PI)라고 한다. 재 매스컴 등을 통해서 발표되는 주가지수들은 부분 가격 

지수들이다. 이에 비해,  배당까지 모두 반 하여 계산하는 주가지수를 수익 지수(return 

index: RI) 는 총수익 지수(total return index)라고 한다. 수익 지수가 매스컴에 발표되는 

사례로는 독일의 닥스 지수와 라질의 보베스  지수가 있다.4) 정해진 기간 동안 수익 지수에 

의한 수익률에서 가격 지수에 의한 수익률을 차감하면, 당해 기간에 한 개략 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손익에 한 벤치마크로는 수익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부분의 주가지수는 가격 지수이므로 투자에 한 벤치마크의 왜곡이 발생한다. 

배당에 의한 주가지수의 단 로 주식시장 인식의 왜곡이  알려지자, 주가지수 계산 주체들은 

배당을 포함하는 주가지수인 수익 지수를 공식 으로 발표하기 시작하 다. S&P 500 수익 

지수는 1988년부터, 다우 수익 지수는 2012년부터 발표되고 있다.5) 한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시카고 학의 CRSP(Center for Research in Security Prices)는 배당을 포함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1926년부터의 기간에 해서, 발표하고 있다. 데이터스트림은 자체 으로 

계산한 각국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를 이미 오래 부터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액을 사 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개별 주가의 정확한 

4) 데이터스트림은 주가지수별로 개 가격 지수와 수익 지수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닥스 지수를 데이터스트림에서 찾아보면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가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어 있고, 

라질의 보베스  지수는 수익 지수만 존재한다. 이는 양 지수에 해 가격 지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Hartmark and Solomon(2022)은 실증 검증을 통해서 수익 지수로 발표되는 독일의 닥스 지수에서는 

주식시장 비효율성이 찰되지 않는다고 하 다.

5) 데이터스트림에는 다우 지수의 수익 지수가 1987년 9월 30일부터 존재한다. 이는 역계산에 의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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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를 정할 수도 없고, 주가지수의 정확한 하락 단  폭도 결정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서, 직  연도의  배당을 기 으로 개별 주식의 상·하한가와 

이론 배당락 규모를 결정한다. 사후에 결정되는 배당 액들이 이와 다르다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 고 투자자들의 심이 배당에서 떠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은 지 까지 없었다. 

하지만 지 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잘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시황 평가가 배당이 제외된 주가지수를 근거로 하 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한 개인 투자자들이 (심지어는 기 투자자까지도)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배당의 효과를 정확히 고려한 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상품 투자 략에 있어서도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주식 수익률과 주가지수의 역사

재무 융을 공부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한 수익성을 측정하기 해 당연히 수익률을 

사용한다. 여기서 수익률은 투자에 해 상응하는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유 기간 수익률을 

의미한다.6) 그 원천이 배당이든 가격 변동에 의한 자본 이익이든 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으로 측정된 이익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이다. 표  경제학 용어로 표 하면 어떤 돈이든 

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으로 하는 주가지수가, 배당 수익률이 빠진, 

자본 이익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약간 혼란스러운 사실이다. 이런 실무  행은 주식 수익률과 

주가지수의 역사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에 한 보유 기간 수익률 개념은 지 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20세기 까지는 주식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주식 가격과 배당으로 나 어 생각했다. 즉, 

주식 가격의 변화와 배당이 독립 이라는 것이다.7) 주식과 채권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 수익을 비교했다. Schwert(1990)의 주가지수 자료에 의하면 1802년에 

100으로 시작했던 가격 지수는 1862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100 주 로 움직이다가, 1863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 다.8) 하지만 1802년부터 1862년까지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5.22%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거의 배당에만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6) 보유 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이란 정해진 기간(1일, 1개월 는 1년 등) 동안 증권 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모든 수익률을 의미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과 자본 이익을 

포함한다.

7) Hartzmark and Solomon(2019)은 지 도 사람들은 주가와 배당을 독립 인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의 이터링 이론에 한 검증이 Byun 

et al.(2017)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Noh(2018)는 국민연 의 배당 압력이 기업의 투자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8) Schwert(1990)는 월별 수익 지수 수익률, 가격 지수 수익률, 배당 수익률을 발표하 다. 구 에서 

<William Schwert>라고 검색하면 그의 웹페이지 주소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www.billschwert.com. 

여기서 <Data Available to Researchers>를 클릭하면 그의 주가지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는 본 연구에서 직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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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zmark and Solomon(2022)은 주식 수익률의 역사에 해서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주식 

투자의 도박  성격에 해 언 했던 여러 연구들을 제시하 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ardy(1923)는 증권으로부터의 수입에 도박  성격이 있다고 하 다. 지 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 도박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이례 인 

생각은 아니었다. Morrison(1949)은 투자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1924년까지 보통주가 투자인지 

아니면 도박 는 투기인지에 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었다고 하 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명  투자 개념이라고 주장한 Smith(1924) 

이후부터 주식 투자의 도박  개념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의 수익률이 무 험 

자산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주식 리미엄을 발견했던 것이다.

Smith(1924)의 주장은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강한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의 험에 한 개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수익률 개념에 한 근이 매우 어려웠다. Markowitz(1952)가 

주식 투자의 험을 이론 으로 정리하면서 오늘날의 주식 수익률 개념이 생겨났지만, 그도 

수익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아니었다. Fisher and Lorie(1964)는 배당과 자본 이익을 

더한 수익률의 개념을 정의하여 시카고 학교의 CRSP 주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 다. Fama 

et al.(1969)은 CRSP 주식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사건 연구를 

진행하 다.

주식 수익률에 한 인식 변화를 생각하면 매스컴 등을 통해서 발표되는 주가지수가 왜 배당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반까지도 수익률에 한 정의가 잘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배당 수익률을 포함하는 총체 인 수익 지수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그 당시에는  배당을 채권의 이자 지 과 같이 생각했고, 개별 주식의 가격 변화로 주식시장의 

변화를 인식하 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했던 주가지수는 가격 변화만을 고려하는 가격 지수일 

수밖에 없었다. 한 컴퓨터 없이 손으로 가격을 기입하고 주식 수익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배당 정보를 염두에 두기는 어려웠다. 한 배당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가지수가 계산되었다. 여기서 주가지수는 상 주식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Schwert(1990)는 미국 주가지수의 창기 역사에 해 정리하 다. 

Smith and Cole(1935)은 1802년부터 1860년까지의 여러 가지 월별 동일 가  주가지수를 

개발하 고, Macaulay(1935)도 철도 주식들을 이용하여 1857년 1월부터 1938년 12월까지의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개발하 다. 하지만 그들도  배당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 후 

Cowles(1939)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들을 상으로 1871년 1월～1938년 12월의 기간에 

해서 시가총액식 가격 지수와 수익 지수를 모두 계산하 다.9) 

9) 그가 사용한 자료는 Commercial and Financial Chronicle을 사용하 는데, 여기에 고가와 가만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는 고가와 가의 평균 주가를 이용하여 주가지수를 계산하 다. 하지만 경제학의 

평잔(평균 잔고) 개념이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수익률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에는 월평균 주가를 

이용하여 월별 수익률을 계산하기도 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까지는 월평균 주가를 사용하여 

월별 주식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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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5월 26일에 처음 발표된 다우 지수는 이런 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매일 손으로 

계산하는 주가지수로는 상 주식들의 주가 평균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것이다. 여기에 주식 

가격 변화와 독립 으로 생각했던 배당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역사  배경을 가진 다우 지수가 태생 인 한계를 가지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 S&P 500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가격 평균보다는 물가지수 계산과 비슷한 시가총액식 개념을 

주가지수에 도입하 다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었다. 하지만 1923년에 S&P 500의 신이었던 

종합지수가 개발 을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므로 배당이 여기에 반 될 여지는 없었다. 

보유 기간 수익률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의 역사  산물이 지  우리가 쉽게 

하는 주가지수들이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어떤 역사  배경을 가졌을까? 주가지수 개발에 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기 어렵지만, 증권거래소( 재 한국거래소)가 매일 발간했던 증권시장지와 

경제신문에 기재된 자료에 의하면, 1962년부터 증권거래소는 주가 평균으로 계산되는 다우식 

주가지수를 발표하 다. 그것도 간에 계산 기 을 바꾸었기 때문에, 1962～1971년, 1972～

1977년, 1972～1982년 3개의 기간에 한 주가 평균식 주가지수를 일별로 발표하 다. 이들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주가지수들이었지만 주식시장의 상황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는 

비 이 있었다. 

이에 증권거래소는 1983년 1월 4일부터,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하여, 상장된 모든 주식을 

상으로 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인 코스피(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 다. 이와 

함께 시장 제1부  제2부, 자본  규모별( , , 소), 16개 분류 산업별, 18개 소분류 산업별 

주가지수들도 보조 지수로 발표하 다. 한 이  기간과의 연계성을 하여 1975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에 해서는 역계산 된 코스피를 발표하 다. 한편, 자본시장의 발 과 함께 

우리나라에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될 즈음에 기 자산이 될 주가지수의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다.10) 이에 증권거래소는 기존 주가지수 에서 선택하지 않고,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인 

코스피 200을 새로 개발하여 1996년 5월 3일에 개장하 던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기 자산으로 

사용하 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가지수들은 일본이나 미국 주가지수의 계산 행을 도입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자기자본에 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모두 반 하 지만  배당은 

고려하지 않았다.  배당을 고려하고 싶어도 주주총회가 사후 으로 배당 액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체계에서는  배당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제도 으로 불가능했다. 

2021년 재에도 정확한 배당 액을 사 으로 반 하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의 계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직  연도의  배당을 반 하는 수익 지수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10) 코스피를 기  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선물을 도입할 수도 있었지만 코스피에 해서는 계산의 

정확성에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 1983년부터 1990년  반까지 수없이 많은 수정이 있었지만 이에 

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코스피를 계산하면 지 의 코스피와 동일한가에 한 의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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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 배당과 주가지수: 국제적 증거

주가지수가  배당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격 지수와 수익 지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배당이 포함되었다면 주가지수는 어떻게 달라졌어야 하나? 이제 미국과 여러 

국가들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4.1 미국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

Clarke and Statman(2000)은 1896년에 40.94로 시작한 다우 지수는 1998년 말에 9,181.43

이었는데, 배당 재투자가 포함되었다면 652,230.87이었을 것이라고 하 다. 이는 다우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약 71.04배임을 의미한다. 약 102년의 기간 동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상 으로 높았던 1970년 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상이다. 

시장의 상황을 다우 지수로 단했을 경우, 다우 지수는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제 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n et al.(2021)은 1928년에 다우 지수가 개편되었을 때 배당 수익률과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었다면, 2019년 말의 다우 지수는 28,538이 아니라 1,113,047이었을 것이라고 

하 다. 약 91년 만에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39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확신하기 하여 본 연구는 18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별 수익률을 사용하여 

미국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를 계산하 다. 1802년부터 1925년까지는 Schwert(1990)의 자료를, 

1926년부터 2020년까지는 CRSP 데이터베이스의 가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 다. 1802년부터 

1925년까지의 월별 배당 수익률 평균은 0.42%이고, 연평균은 5.31%로 상당히 크다.11) 이에 

비해서, 1926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별 배당 수익률은 0.31%이고, 연평균은 4.10%로 약간 

작아졌다. 체 기간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79%이었다. 

아래의 <그림 1>은 1802년 1월을 100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지수의 차이가 무 커서 양 지수에 상용로그를 취하여 그렸다. 2020년 

말에 수익 지수는 2,365,479,000, 가격 지수는 121,142가 되어, 수익 지수는 가격 지수의 약 

19,526배이다. 이는 양 지수의 장기간 차이를 보여주는 극단 인 사례이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P 500에 해서 알아보자. S&P 500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는 

데이터스트림 자료를 이용하 다. 아래 그림은 1988년( 는 1987년 말)부터 2020년 말일까지의 

S&P 500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1988년 에 S&P 500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는 모두 약 256.01이었지만 약 33년 만에 가격 지수는 3,756.07, 수익 지수는 7,759.35가 

되었다. 4,003.28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2.07배이다. 1980년  반 

이후에  기업 인수를 방지하기 하여 기업들이  배당 신에 자사주 매입을 증가

시켰다.12) 이로 인하여 배당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가 보다 

상 으로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이었다면 

이 차이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1) 여기서의 연평균은 월별 복리를 감안한 것이므로 월평균에 12를 곱한 값보다 크다.

12)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은 Wu et al.(2021)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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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세

<그림 2> S&P 500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세

4.2 국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

이제 미국 이외 여러 국가들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에 해 알아보자. 수익 지수의 

계산은 그리 오래된 실무는 아니었지만, 데이터스트림은 오래 부터 국가별로 수익 지수를 

계산해 왔다. 데이터스트림은 국가별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70% 정도를 상으로 

국가별 주가지수를 계산하여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제 투자 실무에서는 FTSE  

MSCI 주가지수와 함께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이용되는 주가지수이다.13) 비교  오랜 기간의 

비교를 해서 데이터스트림이 계산한 수익  가격 주가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13) 데이터스트림은 자체 으로 계산한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MSCI  FTSE 주가지수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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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데이터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패  A의 48년 간 국제 지역 비교에 의하면, 아시아를 제외하면, 수익 지수는 가격 지수의 

3.5배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는 3.72배로 약 25년 만에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가 2배로 상당히 작은 이유는 일본의 배당 수익률이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결과를 보여주는 패  B는 48년 동안 일본의 가격 지수에 

한 수익 지수의 비율이 2배로 매우 작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4.01, 3.62배로 약 25년마다 2배씩 커졌다. 이에 비해, 국은 56년 동안 10.41배가 되어 배당 

수익률이 상당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주가지수
차이(RI-PI) 배수(RI/PI)

수익 지수 (RI) 가격 지수 (PI)

패  A: 국제 지역(1973년 1월 1일=100, 48년)

1.  세계 9,236.83 2,484.39 6,752.44 3.72

2. 북미 13,113.69 3,277.79 9,835.90 4.00

3. 유럽 11,564.97 2,155.86 9,409.11 4.67

4. 아시아 5,627.58 2,476.83 3,150.75 2.28

5.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9,798.61 2,245.85 7,552.76 4.36

패  B: 주요 선진국(1973년 1월 1일=100, 48년; 단 국은 1965년 1월 1일=100, 56년)

1. 미국 14,766.19 3,681.37 11,084.82 4.01

2. 국 25,468.27 2,447.41 23,020.86 10.41

3. 독일 8,538.82 2,361.39 6,177.43 3.62

4. 일본 3,349.17 1,670.52 1,678.65 2.00

패  C: 신흥 시장( 라질: 1994년 1월 1일=100, 27년; 국: 1993년 1월 1일=100, 28년)

1. 라질 798.12 312.69 485.43 2.55

2. 국 1,338.48 540.03 798.45 2.48

패  D: 한국(1987년 9월 9일=100, 약 33년)

한국 4,217.82 817.50 1,456.82 1.78

주) a. 각 기  시 을 100으로 하여 2020년 말일 재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임. 지수는 모두 미국 

달러화로 환산함.

출처: 데이터스트림이 자체 으로 계산한 주가지수 자료(각국 시가총액의 약 70% 정도를 반 함)를 

이용함.

<표 1>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국제적 증거: 2020년 12월 말의 주가지수a

이 표는 국가별로 데이터스트림이 제공하는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패  A는 

국제 지역, 패  B는 주요 선진국, 패  C는 신흥 시장, 패  D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여 다. 

패  C의 라질과 국은 각각 27년, 28년 동안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2.55배, 2.48배가 

되었다. 이는 신흥 시장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  D의 우리나라 

경우에는 33년 동안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1.78배가 되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2배에 

못 미쳤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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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리나라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여러 주가지수들에 해 수익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존재에 해서는 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코스피(코스피 200)는, 기  

시 을 2011년 1월 3일로 하여, 2018년 12월 24일(2016년 1월 11일)부터 수익 지수를 매 

10 (2 )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두 지수 모두 기  시 부터 발표 시 까지 일별 

과거 지수를 역계산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14) 이런 시도는 향후에 매스컴 등에서 

리 발표되는 주가지수로 수익 지수를 채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수익 지수들이 표 인 주가지수가 되기 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의 계산에 의하면, 2011년 1월 3일에 2,070.08로 시작한 코스피 수익 지수는 2021년 

9월 30일에 3,651.82로, 가격 지수 3,068.82에 비해 583의 차이를 보 다. 코스피 200 수익 

지수는 2011년 1월 3일에 273.81로 시작하여 2021년 9월 30일에 480.58로, 가격 지수 401.30에 

비해 79.28의 차이를 보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두 지수 간의 

차이가 상 으로 작지만, 차별성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결산 월은 개 12월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배당이 집 되고 6월 

말에 연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6월과 12월 배당락일을 제외하면 다른 날들의 

배당 수익률은 거의 0%이어야 한다.15)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정확한 일별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배당수익률 수익지수수익률 ÷ 가격지수수익률  (1)

<표 2>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일별  연별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 200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는 상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배당을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상 기업들의 모든 배당을 포함한다. 6월과 12월 배당락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날짜에서 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당 수익률의 값은 0이 된다. 표본 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이어서 상 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수익 지수, 가격 지수  배당 수익률의 

상 인 크기를 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수익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수익 지수는 5.94%이고, 가격 

지수는 4.21%이다. 여기에 식 (1)을 입하면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1.65%가 된다. 즉,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 평균은 1.65%이었다. 이는 수익 지수 수익률의 약 28%에 

해당하며 무시할 수 없는 수익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가격 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14) 재 한국거래소는 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부분의 

자료는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가격 지수는 <지수> 메뉴의 <주가지수> 

하  메뉴에서 찾을 수 있지만, 수익 지수는 < 생  기타지수> 메뉴의 <개별지수 시세추이> 

하  메뉴에서 략지수를 선택하여 찾아야 한다.

15) 일부 기업들은 12월 결산이 아니므로 12월과 6월 배당락일 이외에도 배당 수익률이 반드시 0%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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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일
12월 결산 배당

배당락일
6월 간 배당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피 200

2011/12/28 1.14% 1.17% 2011/6/29 0.14% 0.00%

2012/12/27 1.05% 1.01% 2012/6/28 0.05% 0.06%

2013/12/27 1.05% 1.04% 2013/6/27 0.05% 0.05%

2014/12/29 1.29% 1.38% 2014/6/27 0.04% 0.05%

2015/12/29 1.33% 1.41% 2015/6/29 0.08% 0.06%

2016/12/28 1.48% 1.56% 2016/6/29 0.05% 0.06%

2017/12/27 1.40% 1.39% 2017/6/29 0.06% 0.06%

2018/12/27 1.67% 1.67% 2018/6/28 0.14% 0.15%

2019/12/27 1.49% 1.44% 2019/6/27 0.24% 0.29%

2020/12/29 1.15% 1.08% 2020/6/29 0.25% 0.30%

 2021/6/29 0.13% 0.15%

평균 1.31% 1.32% 0.11% 0.11%

<표 3>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a

이 표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12월 결산 배당과 6월 간 배당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값들은 실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로부터 추정하 다.

주) a.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에 의해 계산한 배당 수익률.

출처: 한국거래소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코스피 코스피 200

수익 지수 가격 지수 배당 수익 지수 가격 지수 배당

일별 0.0255% 0.0188% 0.0067% 0.0272% 0.0203% 0.0069%

연별 5.9397% 4.2149% 1.6549% 6.5003% 4.7166% 1.6960%

<표 2>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일별 및 연별 평균 수익률(2011～2020년)

이 표는 2011～2020년의 기간 동안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일별  연별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값들은 실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로부터 추정하 다.

출처: 한국거래소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6월과 12월 배당락일의 배당 수익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상했던 로 6월과 12월의 

배당락일에 주로 배당 수익률이 발생하고, 나머지 날들에는 계산 오차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배당 수익률이 0%이었지만, 종종 비정기 으로 0%가 아닌 매우 작은 값들이 발견되기도 하 다. 

지난 10년 동안 부분의 배당 수익률은 12월 배당락일에 발생하 고, 6월의 간 배당은 

평균 으로 12월 배당 수익률의 1/10도 되지 않았다. 12월 배당은 2014년부터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 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향으로 크게 어들었다. 6월 간 배당 수익률도 

2018년부터 어느 정도 증가하 지만 2021년에는 다시 감소하 다. 2020년에 간 배당이 

상 으로 컸던 이유는 2019년의 커졌던 이익을 기 으로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모습을 확인해 보자.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세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자료는 2011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로는 하지 않다. MSCI와 데이터스트림은 오래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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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익  가격 지수를 계산하여 왔다. 그들이 제공하는 주가지수는 체 종목 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70% 정도의 종목을 상으로 한다는 약 이 있지만, 국제 투자의 

요한 벤치마크로 이용된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림 3>은 MSCI와 데이터스트림이 

계산한 우리나라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장기 시계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말에 

100으로 시작했던 MSCI와 데이터스트림의 수익  가격 지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당의 규모가 상 으로 작기 때문에,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가 <그림 2>에서의 S&P 500만큼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 하는 정도의 

차이는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우리나라의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시계열 추세

4.4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는 왜 이렇게 커질까?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가 이 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당 수익과 자본 

이익의 복리 효과 때문이다. 몇 년의 짧은 기간에는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 효과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론 으로 

살펴보자. 수익 지수의 수익률이 연 7%이고, 배당 수익률이 2～3%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은 

과거 약 200년 이상의 미국 주식시장 역사로 볼 때 가장 최소한의 수치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자본 이익이 4%(4.5%, 5%)이고 배당 수익률이 3%(2.5%, 2%)라고 가정할 때, 25(30년, 

35년)년이 지나면 가격 지수 비 수익 지수 비율은 약 2배가 된다.16) 따라서 25～35년의 기간 

동안에 가격 지수 비 수익 지수의 비율이 2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사실을 투자자들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16) 가격 지수는 (1+1.04)
25
=2.67이고 수익 지수는 (1+1.07)

25
=5.42이므로, 5.42÷2.67≒2.03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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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 지수의 사용과 주식 시장

Hartzmark and Solomon(2022)은 주식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서 가격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배당락일에 배당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하 다. 과소평가된 배당 

효과는 다음 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실증 으로 

보여주기 해 그들은 수익 지수의 수익률을 일의 배당 수익률에 회귀시켜서 검증하 다. 

이 회귀분석에서 일 배당 수익률의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 인 양(+)의 값을 가지면 

과소평가되었던 배당의 효과가 수익률에 반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배당락은 부분 12월 배당락일 하루에 발생하고 

부분 으로 6월 배당락일에 매우 조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9월 배당락 등과 간헐 으로 

매우 미약한 배당 수익률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경제  통계  의미를 가지는 배당락은 12월 배당뿐이다. 이는 연  고르게 발생하는 미국의 

배당락과는 크게 다른 이다. 

우리나라의 배당락 제도에서는 Hartzmark and Solomon(2022)의 에서 배당 수익률의 

효과를 모두 검증할 수 없다. 부분의 거래일에 배당 수익률이 0%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일을 

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배당 수익률이 특정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향도 

추정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검증은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이지만, 

12월 배당락을 제외하고는 배당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모든 거래일을 상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가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이론 배당락 지수를 

이용하여 배당 수익률이 주식시장 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12월의 

배당락일에 배당이 집 되기 때문에  배당의 과소평가 성향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배당락 자료는 <부록 A>와 <부록 B>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이론 배당락은 모든 기업의 12월 배당락 규모를 총합하여 주가지수 단 로 환산한 

것이다.

<표 4>는 우리나라에서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배당락 다음 날의 

수익률을 배당락일의 배당 수익률에 회귀시켜 얻은 추정 값들이다. 코스피의 경우에 배당락일의 

배당 수익률은 다음 날의 수익률에 통계 으로 매우 유의 인 향을 미치고 있다. Hartzmark 

and Solomon(2022)의 연구에서는 이 계수의 값이 1.08임에 비해서, 여기서 추정한 계수 값은 

2.58로 배당 수익률이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
2
 값도 22.06%로, 

그들의 0.06%보다도 훨씬 높다. 물론 모든 거래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그들의 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표 4>의 결과는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의 수익률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도 계수와 통계  유의성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의 계수 값과 t-값이 약간 감소하 지만, 

배당 수익률이 다음 날의 수익률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결과들은 주가지수의 배당 락에 의한 비효율성이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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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90～2020년) 코스피 200 (1995～2020년)

(1) (2) (3) (4)

상수항 -0.04 

(-2.84)***
-0.04

(-2.98)***
-0.03

(-2.41)***
-0.03

(-2.56)***

배당 수익률t-1 2.58

(3.13)***
2.43

(2.89)***
2.03

(2.47)***
1.77

(2.10)***

지수 수익률t-1 0.23

(1.01)

0.29

(1.17)

수정된 R2 22.06% 22.10% 16.38% 17.61%

찰치 수 32 32 27 27

<표 4> 우리나라에서 배당 수익률의 주가 예측성

이 표는 배당낙일 다음 날의 수익률을 배당락일의 배당 수익률에 회귀시킨 결과를 보여 다. 통제 변수로 

배당락일의 수익률을 사용하기도 하 다. 
*, **, ***은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임을 의미함.

6. 가격 지수의 사용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시장

6.1 보유 비용 모형과 선물 및 현물 가격 오류

주가지수의 배당 락은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 결정에도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버리지 효과가 매우 높은 생상품 시장에서의 비효율성은 주식 물시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배당이 연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 결정 오류가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12월 배당락일에 부분의 배당이 집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연속형 배당 수익률이 용되기 

때문이다.

부분의 생상품 교과서들은 배당락을 고려하는 생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역동 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당의 효과를 반 하는 실제 사례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가지수 선물에 한  배당의 과소평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표 인 주가지수 생상품에는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이 있다. 우리나라는 12월 

특정일(12월 마지막 거래일  거래일)에 배당락이 집 되기 때문에, 이날 주가지수의 이론 

배당락 규모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날의  배당을 과소평가하면, 주가지수 

물, 선물  옵션의 가격 결정 오류는 심각해지고, 선물의 베이시스(선물 가격 물 가격)도 

격한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주가지수 물과 선물을 심으로 배당락 과소평가로 

인한 가격  베이시스 오류를 평가해 보자. 

Stoll and Whaley(1990)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의 연속형 보유 비용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2)

여기서 는 재 t 시 의 선물 가격이고, 는 t 시 의 물 가격이며, r과 d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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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 무 험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이다. T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경우에 1 기간 동안의 

선물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3)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도 배당이 발생하는 달이 되어서야 배당 수익률을 

겨우 추정할 수 있고, 그 이 에는 배당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배당 수익률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선물 가격의 추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가격 결정 모형은 

미국과 같이 배당이 연  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12월 특정일에 배당락이 집 되는 경우에는 Stoll and Wahley

(1990)가 제시한 보유 비용 모형은 설득력이 없다. 배당 수익률이 연속 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미 알려진 특정일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6월에는 12월 배당의 약 10%에 해당하는  

배당이 발생하고 9월에도 무시할 정도로 은  배당이 가끔 발생하지만, 12월 배당에 비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12월  배당을 심으로 검증한다. 12월에  배당이 

집 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주가지수의 배당 락 효과가 더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배당락일에  배당이 집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산형 가격 결정 

모형이 합하다. 

   

 × 
× 

 
 (4)

는 d일 후에 12월 배당을 받는 t 시 의 선물 가격이고, 는 t시 의 물 가격이며, 

r은 이산형 무 험 이자율이다. 는 t 시 부터 d일 후에 받는 12월  배당이고, T는 

만기까지 남은 일수이다. 우리나라의  배당은 년도  배당으로 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값이다.17)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는 배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호 안의 두 번째 항이 0이 된다. 이에 의해서 배당락일(t)의 주가지수 선물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

17) 우리나라의 경우 이론 배당락 크기는 년도  배당 액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년도의 모든 배당 액을 체계 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기  투자자라 할지라도 이론 배당락을 

추정하기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배당락일 일 종가가 결정된 이후에 이론 배당락 크기를 발표한다. 

따라서 개 개략 인 이론 배당락 크기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배당락일 이후 2개월 정도가 

지나야  배당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정된 어떤 배당락 규모도 정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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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루 이자율인 


과  

 
는 0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주가지수 선물 

수익률은 근사 으로  


와 같아야 한다.  


는 이론 배당락을 고려한 물 

수익률이다.

주가지수가  배당을 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당을 과소평가한다면 식 

(5)가 성립할 수 없다.  배당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선물 수익률이 물 수익률보다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과 립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  ≈ 


(6)

:    


 (7)

이 가설들은 단측 검증에 의해 별되어야 한다. 

<표 5>는 한국거래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의 코스피 200 

물  선물 종가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선물 수익률은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최근월물인 3월물의 배당락일 수익률이다. 배당락일의 선물 수익률 평균은 

1.37%로 물 수익률 평균 2.04%에 비해 상당히 작은 수 이다. 25개의 배당락일 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와 2010년 3월물을 제외하면 개 물 수익률이 선물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다. 평균 으로 양 수익률은 1% 수 에서 유의 인 -0.67%p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식 (6)의 귀무가설은 확실하게 기각된다. 따라서 배당락일의 선물 수익률은 보유 

비용 모형에 의한 이론  수익률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물 3월물

해당 연도
선물 종가 물 종가

선물 수익률

(F)

물 수익률

(S)a
 수익률 차이 

(F) (S)

1997 66.20 68.72 1.85% 3.14% -1.29%p

1998 41.60 43.59 1.96% 5.26% -3.30%p

1999 70.70 67.91 3.97% 5.34% -1.37%p

2000 136.2 133.66 1.53% 3.24% -1.72%p

2001 64.90 65.41 3.59% 4.92% -1.33%p

2002 83.70 83.71 4.76% 3.95% 0.81%p

2003 83.85 83.72 -0.12% -0.98% 0.86%p

2004 103.85 102.79 2.52% 2.40% 0.12%p

2005 114.2 113.84 2.65% 2.64% 0.01%p

2006 176.35 176.16 0.37% 1.22% -0.85%p

2007 186.65 184.30 0.89% 0.96% -0.07%p

<표 5> 배당락일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수익률의 차이 검증: 1997～2021년

이 표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3월물을 상으로 배당락일의 선물과 물의 수익률 차이를 검증한다. 
*, **, ***은 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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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3월물

해당 연도
선물 종가 물 종가

선물 수익률

(F)

물 수익률

(S)
a

 수익률 차이 

(F) (S)

2008 244.50 243.38 0.06% 1.34% -1.28%p

2009 146.90 145.72 0.96% 2.64% -1.68%p

2010 221.75 220.34 0.43% 0.31% 0.12%p

2011 271.95 270.44 1.12% 1.57% -0.45%p

2012 238.30 238.15 -0.21% 0.28% -0.49%p

2013 264.35 262.68 0.28% 1.49% -1.20%p

2014 265.45 263.32 0.89% 1.20% -0.31%p

2015 247.40 246.30 -0.60% -0.34% -0.26%p

2016 242.40 241.22 1.08% 1.18% -0.10%p

2017 260.40 259.70 0.35% 0.60% -0.26%p

2018 321.70 320.25 1.18% 1.91% -0.73%p

2019 261.45 260.57 1.61% 1.96% -0.35%p

2020 296.65 295.20 1.77% 2.64% -0.88%p

2021 380.95 381.27 1.28% 2.01% -0.74%p

평균 - - 1.37% 2.04% -0.67%p

(t-값) - - (5.15)***a (6.22)*** (-3.79)***

<표 5> 배당락일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수익률의 차이 검증: 1997～2021년(계속)

주) a) 이론 배당락이 차감된 종가에 의한 수익률임.

그 다면 선물 수익률이 물 수익률보다 0.67%p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들은 

배당락 수 을 실제(한국거래소가 계산한 년도의  배당락) 규모보다 작다고 생각한다. 

즉  배당을 과소평가한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개별 주식들을 상 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선물 수익률도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배당락 

규모는 투자자들의 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물 수익률은 선물 수익률보다 더 크게 된다.

6.2 선물의 베이시스 오류

이제  배당의 과소평가에 의한 선물의 베이시스 오류에 해 검증해보자. 코스피 200 

선물에는 3, 6, 9, 12월물이 존재하지만, 12월 배당락일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최근월물은 

3월물이므로, 선물 시장 개설 이후의 모든 3월물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코스피 200의 베이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8)

베이시스   코스피 200 선물 가격   코스피 200 물 가격 (8)

여기서 코스피 200 물 가격은 코스피 200에서 이론 배당락의 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며칠간의 매우 짧은 기간이라면 이론 배당락의 재 가치는 이론 배당락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곧 배당락이 발생하여 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므로, 이론 배당락을 차감하여야 한 베이시스를 

18) 베이시스를 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도 있지만, 주가지수 선물은 개 선물 

가격이 물 가격보다 큰 콘탱고 상태가 많으므로 식 (8)과 같이 베이시스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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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이론 배당락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 가격의 과 평가로 베이시스가 

음(-)의 값이 되어 백워데이션 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배당락일 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무 험 이자율에 의한 보유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당락을 고려한 베이시스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베이시스에 한 

귀무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배당락 의 베이시스 ≈  배당락 후의 베이시스 (9)

여기서 배당락 이후의 베이시스에 배당락일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배당락으로 인해 베이시스가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보수 인 입장에서 배당락일을 제외하고자 한다.19) 

Hartzmark and Solomon(2022)이 주장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들이 상하는 배당락은 거래소가 발표하는 이론 배당락보다 작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론 

배당락을 차감한 베이시스는 투자자들의 상보다 클 것이다. 그러다가 배당락일이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락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과 으로 베이시스가 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감소시키는 거래를 할 것이므로, 배당락일 이후에는 베이시스가 정상 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9)의 귀무가설에 한 립가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배당락 의 베이시스   배당락 후의 베이시스 (10)

식 (9)와 식 (10)의 가설은 단측 검증에 의해 단할 수 있다.

식 (9)와 식 (10)의 가설을 코스피 200 선물과 물 가격에 의해 검증해 보자. 무 험 이자율에 

의한 할인의 향을 배제하기 해서 배당락일 과 후의 짧은 기간을 각각 3일씩으로 정했다. 

이 기간을 1일에서 5일로 정해도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표 6>은 배당락일과 그 후의 

베이시스를 각 연도 3월물 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론 배당락을 차감하지 않은 물 종가를 

사용하면 베이시스는 음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백워데이션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락을 기 하여 선물의 가격을 물에 비해 낮게 거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론 배당락을 차감한 물 종가에 의한 배당락 의 베이시스는 거의 양수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선물은 부분 콘탱고 상태 다. 배당락  평균 베이시스는 1.76으로 일반 인 베이시스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여기서 일반 인 베이시스란 같은 만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선물을 

의미한다.) 이를 배당락일의 물 종가로 나 어주면 표 화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의 평균은 0.82%이다.

베이시스는 배당락일에 평균 0.63으로 크게 감소하고, 표 화 베이시스 평균은 0.21%가 되어 

상 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 배당락 후의 베이시스도 배당락일보다는 크지만 0.75에 불과하고, 

표 화 베이시스도 0.22%이다. 배당락 의 베이시스에서 후의 베이시스를 차감하여 (9)와 

(10)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평균 베이시스 차이는 1.01(t-값5.43)로 1% 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 이지만, 경제 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값이다. 배당락일의 베이시스를 사용하면 

19) 검증 결과에서 알 수 있겠지만, 배당락일을 포함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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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더 커지고, 통계  경제  유의성도 더 커진다. 따라서 귀무가설 (9)는 기각되고 

립가설 (10)이 성립한다. 이는 배당 수익률에 한 투자자들의 과소평가로 인하여 배당락 

에 실제 베이시스가 무 커졌다가 배당락 후에 정상 인 크기로 돌아온 것이다. 코스피 

200이 배당락을 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이 발생한 것이다.

선물 3월물
해당 연도

배당락일
물 종가

베이시스 (=선물 종가 물 종가)

배당락  3일 
평균

a 

(배당락 차감) 
배당락  3일 
평균b: (B)

배당락일 
배당락 후 3일 

평균: (A)
차이

(B) (A)

1997 68.72 -2.91 -1.61 -2.52 -2.06 0.45

1998 43.59 -2.99 -1.36 -1.99 -1.68 0.32

1999 67.91 3.50 3.97 2.79 2.78 1.19

2000 133.66 3.94 4.50 2.54 1.91 2.59

2001 65.41 -0.51 0.50 -0.51 -0.16 0.66

2002 83.71 -1.70 -0.47 -0.01 0.14 -0.61

2003 83.72 -1.44 -0.40 0.13 -0.43 0.03

2004 102.79 -1.03 1.02 1.06 0.79 0.23

2005 113.84 -1.98 0.36 0.36 0.54 -0.18

2006 176.16 -1.79 1.37 0.19 0.12 1.25

2007 184.30 0.13 3.08 1.41 1.53 1.55

2008 243.38 0.08 3.40 0.68 1.09 2.31

2009 145.72 -0.80 3.04 1.18 1.51 1.53

2010 220.34 -1.00 1.38 1.41 0.12 1.26

2011 270.44 -0.60 2.17 1.51 1.72 0.45

2012 238.15 -1.35 1.96 0.15 0.75 1.21

2013 262.68 1.41 4.55 1.67 2.17 2.38

2014 263.32 -0.06 2.89 2.13 0.98 1.91

2015 246.30 -1.58 1.33 1.10 0.38 0.95

2016 241.22 -2.23 1.16 1.18 0.24 0.92

2017 259.70 -3.00 1.35 0.70 0.37 0.98

2018 320.25 -1.84 2.79 1.45 1.16 1.63

2019 260.57 -3.33 2.09 0.88 0.49 1.60

2020 295.20 -2.88 3.58 1.45 0.86 2.72

2021 381.27 -3.06 1.34 -0.14 0.52 0.82

평균 -1.08 1.76 0.63 0.75 1.01

(t-값) (-2.89)***c (5.22)*** (2.96)*** (3.09)*** (5.43)***

표 화 베이시스 평균d -0.75% 0.82% 0.21% 0.22% 0.60%p

<표 6> 배당락일 전후의 베이시스: 1997～2021년

이 표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3월물을 상으로 배당락일 후의 베이시스(코스피 200 선물 

가격코스피 200 물 가격)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주) a. 이론 배당락을 차감하지 않은 종가에 의한 배당락  3일 동안의 베이시스 평균

b. 이론 배당락이 차감된 종가에 의한 배당락  3일 동안의 베이시스 평균

c. 
*, **, ***: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임을 의미함

d. 베이시스를 배당락일 코스피 200 물 종가로 나 어 계산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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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베이시스 평균의 차이는 0.60%p(t-값4.56)이다. 이는 베이시스 변화에 의한 차익 

거래를 하면 평균 으로 0.6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차익 거래는 

배당락 에 베이시스를 매도하고 배당락 후에 베이시스를 매입하는 것이다.20) 베이시스의 

매도는 선물을 매도하고 주가지수를 매입하는 것이다. 배당락 후에 선물을 매입하고 주가지수를 

매도하면 베이시스의 매입이 된다. 이 차익 거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평균 0.6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락의 락에 의한 선물 베이시스의 가격 결정 오류를 넘어서, 훌륭한 

단기 투자 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차익 거래에는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  투자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2021년 3월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다 

할지라도, 평균 0.60%의 수익률이라면 거래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한 사후 으로 평가하자면 배당락  3일의 평균 베이시스가 충분히 (1 는 2보다) 큰 경우에만 

차익 거래를 실행했다면 손실 없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6.3 선물 베이시스의 변화

<표 6>에서 선물 베이시스는 배당락일 에 1.76이었다가 배당락일 후에 0.75로 크게 감소하여 

1.01의 차이를 보 다. 이를 배당락일 물 종가로 나 어  표 화 베이시스 차이는 0.60%p로 

상당히 큰 수 이다. 왜 이런 베이시스 변화가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알기 해서는 배당락일 

 3일과 후 3일에 해서 선물과 물의 수익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선물 3월물

해당 연도

3일선물 

(BF) 

3일 물
a

(BS)

차이

(BF)-(BS)

후 3일선물 

(AF) 

후 3일 물 

(AS)

차이

(AF)-(AS)

평균 0.01% -0.01% 0.02%p 0.43% 0.42% 0.01%p

(t-값) (0.04)
b

(-0.05) (0.36) (1.27) (1.27) (0.21)

<표 7> 배당락일 전후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수익률의 차이 검증: 1997～2021년

이 표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3월물을 상으로 배당락일  3일과 후 3일의 선물과 물 수익률 

평균 차이를 검증한다. 

주) a) 이론 배당락이 차감된 종가에 의한 수익률임; 하지만 이론 배당락을 차감하지 않은 코스피 200 

종강에 의한 수익률을 사용하여도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음.

b) 
*, **, ***: 각각 10%, 5%, 1% 수 에서 유의 임을 의미함.

<표 7>은 배당락일 후 코스피 200 선물과 물 수익률의 차이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배당락  3일의 선물과 물 수익률은 평균 으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 다. 지면을 아끼기 

해 표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각 연도별 차이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배당락 후 3일에도 

선물과 물의 수익률 차이는 거의 미미한 수 이어서 통계 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결국 

20) 이는 통 인 의미의 차익 거래는 아니다. 하지만 Lee(2001)는 실 으로 부분의 차익 거래는 

비용을 필요로 하고 험도 있다고 하 다. 이에 해서는 Shleifer and Vishny(1997)를 보시오. 

이런 이유로 Lee(2001)는 차익 거래를 시장 가격의 불완 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한 정보 거래로 

정의하 다. 여기서의 차익 거래는 그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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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과 후의 베이시스 평균 차이 1.01은 배당락일에 발생한 것이다. <표 5>에서 배당락일에 

물 수익률 평균은 2.04%이지만 선물 수익률 평균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 1.37%에 불과하 다. 

배당락일에 물과 선물 수익률 차이가 0.67%p이었는데, 이는 <표 6>의 표 화 베이시스 

차이 0.60%p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배당락일 과 후에는 베이시스 변화가 없었지만, 

배당락일에 선물 가격보다 물 가격이 격하게 상승하여 배당락일 이후에 베이시스가 크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상시에 선물 가격은 보유 비용 모형에 따라 물 가격에 

상응하여 움직인다. 하지만 3월 만기 선물의 12월  거래 시에는 투자자들이 물의 배당 

수익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상 으로 커진다. 그러다가 배당락일에 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상 으로 더 많이 상승하여 베이시스가 정상 인 수 으로 돌아오게 된다. 

주가지수 선물에서 이런 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가지수 옵션에서도 비슷한 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생상품 시장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7. 정책적 시사점

리 알려진 주가지수들은 거의 모두 가격 지수들이다. 지 까지, 배당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주가지수의 역사를 알아보고, 국제  에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 가격 지수의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배당 수익률의 주가 측성과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  베이시스 오류에 해서 분석하 다. 역사  행에 따라 가격 지수를 주가지수로 

사용하여 왔지만, 이는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제 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격 지수의 사용을 지양하고 수익 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수익 지수의 사용은 주가지수 생상품에도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에서 주가지수 

생상품을 처음 배울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배당에 의한 배당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락 때문에 주가지수의 하락 단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이론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모든 생상품 교과서가 이를 반 하고 있다. 그 다면, 실제로 배당락을 

정확히 고려하면서 주가지수 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배당락은 

연  고르게 발생하지만 약간의 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 어떤 투자자가 주가지수 

생상품의 이론  가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상당한 시스템 체계를 갖춘 일부 기  

투자자는 가능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원천 으로 정확한 이론  가격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한 배당 기 일과 배당 액은 배당 월이 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2～6개월 미리 그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정교한 투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  투자자라 할지라도 

주가지수 생상품의 이론  가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최근월물과 근월물의 

선물 스 드 거래에는 가격 오류가 심각할 수 있다. 물론 매일 매일의 배당락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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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지수를 주가지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당한 주가지수 

하나로 쉽게 단할 수 있고, 주가지수 생상품의 이론  가격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에 한 논의가 실무 으로, 학술 으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표 인 주가지수인 S&P 500, 다우 지수, 뉴욕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등이 

수익 지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배당락이 12월 특정일에 집 되기 때문에 주가지수의  배당 락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가격 비효율성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시장과 생상품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해 다음과 같은 주가지수 계산에 한 정책  의사결정을 제안한다.

먼 , 배당 액의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변경하여 사 으로 정확한 

배당 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재 한국거래소에서 계산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수익 지수를 재의 가격 지수와 함께 일정 기간 ( , 1～2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새로운 지수들에 

해 충분히 응되었으면 수익 지수를 공식 인 주가지수로 채택하고, 이를 주가지수 생상품의 

기 자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독일과 라질은 각각 닥스와 보베스  주가지수의 계산 방식으로 수익 지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들 지수들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왜곡 없이 평가하고 

있으며, 주가지수 생상품의 기 자산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자본시장도 수익 

지수를 주가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 당국의 정책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8. 결론

본 연구는  배당이 반 되지 않는 주가지수의 문제 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먼 , 배당 제도와 주가지수의 계를 살펴보고, 주식 수익률과 주가지수의 

역사에 해서 검토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배당의 락이 주가지수에 미치는 향을 

국제  에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배당이 락된 가격 지수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 인 경제  상으로, 배당 수익률이 주식시장 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체 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한 배당 액의 

결정이 주주총회에 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배당이 포함된 주가지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배당 액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둘째, 매스컴 등이 발표하는 주가지수는 가격 지수로, 주식 수익률에 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  산물이다.  배당은 마치 채권의 이자처럼 안정 으로 받는 수입이고, 

주식시장은 개별 주식의 가격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여  배당이 락된 주가지수를 

받아들 던 것이다. 이제는  배당을 고려하는 주가지수를 채택하여 주식시장의 황을 

주가지수를 통해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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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 25～35년의 기간 동안 수익 지수는 가격 지수의 2배 수 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가격 지수는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 극단 인 로, 미국에서 1802년에 

동일하게 100으로 시작한 수익 지수와 가격 지수가 있었다면, 2020년 말에 각각의 값은 

2,365,479,000과 121,142가 되었을 것이다. 219년 만에 수익 지수가 가격 지수의 19,526배가 

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자본 이익보다 배당 수익률이 상 으로 매우 컸던 1800년 의 

특수한 상황이 근본  이유 다. 

넷째,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주가 측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비효율  상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가지수의 배당 락은 주가지수 생상품시장에도 향을 주어 선물 가격의 

비효율성을 래한다. 배당락일에 선물 수익률은 물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는 이상 상을 

보 다. 한 선물의 베이시스는 배당락 에는  배당의 과소평가로 인해 상 으로 컸지만, 

배당락일에 선물에 비해 물 수익률이 더 커지면서 정상 인 크기로 돌아왔다. 이런 베이시스의 

변화는 차익 거래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실증  증거와 재 주가지수의 이론  결함을 고려할 때, 이제는 주가지수의 계산 

방법을 가격 지수에서 수익 지수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주가지수가 왜곡 없이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가지수 생상품의 올바른 가격 결정에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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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코스피의 이론 배당락 주가지수와 배당락

배당락일 배당부종가 이론 배당락 지수 이론 배당락 배당락일 종가 배당락일 수익률

1. 1990/01/03 909.72 896.52  13.20 908.59  1.35%

2. 1991/01/03 696.11  685.24 10.87  679.75 -0.80%

3. 1992/01/03 610.92  599.60 11.32  624.23 4.11%

4. 1993/01/04 678.44  669.03 9.41  697.41 4.24%

5. 1994/01/03 866.18  857.11 9.07  879.32 2.59%

6. 1995/01/03 1,027.37  1,018.57 8.80  1,013.57 -0.49%

7. 1996/01/03 882.94  872.52 10.42  888.85 1.87%

8. 1997/01/03 651.22  641.89 9.33  653.79 1.85%

9. 1998/01/03 376.31  368.85 7.46  396.49 7.49%

10. 1999/01/04 562.46  558.41 4.05  587.57 5.22%

11. 2000/01/04 1,028.07  1,023.42 4.65  1,059.04 3.48%

12. 2001/01/02 504.62  496.38 8.24  520.95 4.95%

13. 2001/12/27 653.87 643.77 10.10 668.55 3.85%

14. 2002/12/27 671.89 663.35  8.54 656.92  -0.97%

15. 2003/12/29 788.85 773.44 15.41  792.44 2.46%

16. 2004/12/29 878.43 861.43 17.00  884.27 2.65%

17. 2005/12/28 1,373.55 1,350.44 23.11  1,368.16 1.31%

18. 2006/12/27 1,433.92 1,412.33 21.59  1,425.10 0.90%

19. 2007/12/27 1,906.72 1,882.05 24.67  1,908.62 1.41%

20. 2008/12/29 1,117.86 1,088.93 28.93  1,117.59 2.63%

21. 2009/12/29 1,685.59 1,668.01 17.58  1,672.48 0.27%

22. 2010/12/29 2,033.32 2,013.01 20.31  2,043.49 1.51%

23. 2011/12/28 1,842.02 1,817.39 24.63  1,825.12 0.43%

24. 2012/12/27 1,982.25 1,958.71 23.54  1,987.35 1.46%

25. 2013/12/27 1,999.30 1,976.53 22.77  2,002.28 1.30%

26. 2014/12/29 1,948.16 1,927.04 21.12  1,927.86 0.04%

27. 2015/12/29 1,964.06 1,938.73 25.33  1,966.31 1.42%

28. 2016/12/28 2,041.17  2,009.49 31.68  2,024.49 0.75%

29. 2017/12/27 2,427.34  2,392.40 34.94  2,436.67 1.85%

30. 2018/12/27 2,028.01  1,987.50 40.51  2,028.44 2.06%

31. 2019/12/27 2,197.93  2,151.93 46.00  2,204.21 2.43%

32. 2020/12/29 2,808.60  2,764.33 44.27  2,820.51 2.03%

평균 - - - - 2.05%

출처: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연별 보도 자료(198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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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코스피 200의 이론 배당락 주가지수와 배당락

배당락일 배당부 종가 이론 배당락 지수 이론 배당락 배당락일 종가 배당락일 수익률

1. 1995/01/03 113.61 112.66   0.95  111.56  -0.98%

2. 1996/01/03 100.01  98.66 1.35 100.66 2.03%

3. 1997/01/03 67.93  66.63 1.30 68.72 3.14%

4. 1998/01/03 42.34  41.41 0.93 43.59 5.26%

5. 1999/01/04 64.94  64.47 0.47 67.91 5.34%

6. 2000/01/04 130.02  129.46 0.56 133.66 3.24%

7. 2001/01/02 63.35  62.34 1.01 65.41 4.92%

8. 2001/12/27 81.76 80.53 1.23 83.71 3.95%

9. 2002/12/27 85.59 84.55 1.04 83.72  -0.98%

10. 2003/12/29 102.43 100.38 2.05 102.79 2.40%

11. 2004/12/29 113.25 110.91 2.34 113.84 2.64%

12. 2005/12/28 177.20 174.04 3.16 176.16 1.22%

13. 2006/12/27 185.62 182.67 2.95 184.43 0.96%

14. 2007/12/27 243.48 240.16 3.32 243.38 1.34%

15. 2008/12/29 145.81 141.97 3.84 145.72 2.64%

16. 2009/12/29 222.03 219.65 2.38 220.34 0.31%

17. 2010/12/29 269.04 266.27 2.77 270.44 1.57%

18. 2011/12/28 240.79 237.48 3.31 238.15 0.28%

19. 2012/12/27 261.97 258.83 3.14 262.68 1.49%

20. 2013/12/27 263.15 260.20 2.95 263.32 1.20%

21. 2014/12/29 250.05 247.14 2.91 246.30 -0.34%

22. 2015/12/29 241.79 238.40 3.39 241.22 1.18%

23. 2016/12/28   262.49 258.14 4.35 259.70 0.60%

24. 2017/12/27 318.89  314.26 4.63 320.25 1.91%

25. 2018/12/27 260.98  255.56 5.42 260.57 1.96%

26. 2019/12/27 294.06  287.60 6.46 295.20 2.64%

27. 2020/12/29 379.93 373.75 6.18 381.27 2.01%

평균 - - - - 1.92%

출처: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연별 보도 자료(199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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