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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에서의 뮤추얼펀드의 성과와 현금흐름 간의 중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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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4개 뮤추얼펀드 유형을 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의 계를 분석하 다.
주별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양자 간의 계는 펀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
며, 같은 주식형 펀드인 일반주식형 펀드와 인덱스형 펀드 역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양자 간의 계는 펀드 
시장의 구조변화 이 /이후 기간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 시장의 구조변화가 동 계에 무시할 수 없는 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수익률을 추구하는 흐름(return chasing flow)은 채권형 펀드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주식형 
펀드  MMF에서는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인덱스형 펀드에서는  측되지 않았다. 네 번째, 펀드 
흐름이 향후의 펀드 성과에 미치는 향은 오직 MMF에서만, 그리고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에서만 측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mutual fund performance and fund flows in Korean market using
weekly and monthly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varies across fund 
types. Even the relations in equity fund and index fund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econd,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mutual fund market affect significantly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Third, return chasing flow is 
observed constantly in bond fund and it is observed only after the structural change for equity fund and MMF. 
However, no return chasing flow is observed for index fund. Fourth, mutual fund flows affect subsequent fund returns
only in MMF after the structural change.

Keywords : Mutual Fund, Fund Performance, Fund flows, Medium-Term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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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뮤추얼펀드(mutual fund)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 을 모집하고 이를 문 인 운용인력이 융시

장에서 집합 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융수단

이다. 뮤추얼펀드는 융투자에 소요되는 문지식  

시장 상황에 한 시의 한 정보가 상 으로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며, 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 의 분산투

자이익을 제공한다는 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차 간
투자에 한 일반투자자의 심이 증 됨에 따라 그 

역할 한 계속 커지고 있다. 뮤추얼펀드에는 투자회사
형태와 투자신탁형태가 있는데 투자회사형태는 주식회

사 형태를 가지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투자자가 

매입한다. 투자신탁형태는 신탁계약의 형태를 가지며 투
자신탁의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매입



한국시장에서의 뮤추얼펀드의 성과와 현금흐름 간의 중기적 관계

6535

한다. 우리나라 뮤추얼펀드시장에서는 부분의 뮤추얼
펀드가 투자신탁형태이며, 투자회사형태는 그 비 이 매

우 낮다. 
우리나라 뮤추얼펀드 시장은 립식투자( 립식펀드, 

dollar cost averaging investments)의 도입을 계기로 
2005년부터 체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
다. 이후 2000년  후반의 융 기의 여 로 2008년에
서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 으

나 2011년부터는 계속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융투자 회에 따르면 펀드시장의 체 설정액, 순자산, 
그리고 펀드수는 2006년 말의 234조원, 241조원, 8,125
개에서 2015년 8월말의 432조원, 424조원, 12,617개로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 에 따라 련 

연구의 필요성 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뮤추얼 펀드 연구에서의 요한 주제  하나

인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의 계(relation 
between fund performance and fund flows)’를 다루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의 계

에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펀드 성과의 증가, 즉 펀드 수익률의 상승이 
펀드로의 신규 투자자  유입을 발생시키는가의 여부, 
다시 말하면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흐름(return 
chasing flows, 는 positive feedback trading)이 존재
하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는 펀드 흐름의 변화가 

향후의 펀드 수익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이

다. 세 번째는 양자 간의 계가 서로 향을 주고받는 
환류(feedback) 계인지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여 (주)제로인에서 입수한 

2001년에서 2009년까지의 뮤추얼 펀드 자료를 사용하
여, 일반주식형 펀드, 인덱스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그리
고 MMF(Money Market Mutual Fund)의 4개 펀드유형
에서의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의 계를 실증분

석한다.  

2. 선행연구

2.1 미국 시장에서의 선행연구

미국 시장에서의 연구  그 시 라고 할 수 있는 것

으로 [1]의 연구가 있다.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체 시장

을 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펀드의 성과와 

흐름이 동시 으로 정(+)의 계를 가지며, 수익률을 추
종하는 펀드 흐름은 측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일별 자료를 사용한 [2]의 연구에서는 수익률과 펀드 
흐름이 서로 정(+)의 향을 주고받음을 보 다. 한편, 

[3]의 연구와 [4]는 개별 펀드에 한 분석을 통해서 수
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흐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 [5]  [6]은 펀드 흐름의 증가가 펀드 성과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다.

2.2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선행연구

체 시장을 상으로 한 [7]의 연구에서는 시장 수익
률이 펀드 흐름에 정(+)의 향을 주는 포지티  피

드백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8]의 연구에서는 
시장 수익률과 펀드 흐름 간에 비선형의 Granger 인
과 계가 존재함을 보 다. [9]는 개별 펀드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 펀드 수익률과 펀드 흐름 간에 정(+)의 
계가 존재한다고 하 고, [10]의 연구에서는 역시 개
별 펀드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 펀드 내 성과와 펀드 

흐름 간에는 부(+)의 계가 존재함을 보 다. 한편, 
[11]의 연구는 펀드 흐름이 펀드 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가격압박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 다. [12]
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펀드 포트폴리오에 한 

분석을 통해서 펀드의 자 흐름과 펀드 수익률 사이의 

동태  계는 펀드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다. 이 연구는 그 구성과 내용에서 본 연구와 가장 
한 련을 가지는 선행연구로서, 분석 상으로 주식

형 펀드 유형만을 다루어 왔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주식

형 펀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펀드유형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차
이 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주식형 펀드 유형에서 일
반 주식형 펀드와 인덱스형 펀드를 구분하여 별도로 분

석하고 있으며,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MMF에 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주식형펀드일지라도 수익률
을 추구하는 일반주식형펀드와 주가지수의 추 , 즉 주
가지수의 수익률을 복제하는 것이 목 인 인덱스형펀드

는 그 운용 략과 성과가 같을 수 없으며, 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상품이 아니라 단기 융시장에 투

자하는 MMF는 투자 상 자산에서의 차이로 인해 운용

략  성과에서 여타 유형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덱스형펀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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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를 별도로 분석하는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구별되
는 차별성을 가진다. 두 번째, 일별자료를 사용하여 매우 
단기간에 형성되는 계에 을 둔 [12]의 연구와는 
다르게 주별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기  계

(medium -term relations)를 분석하고 있다. 단기 으로

는 양의 자기상 , 장기 으로는 음의 자기상 을 보이

는 주식수익률의 와 같이, 융시계열을 사용한 분석

에서 같은 변수 간의 계라 하더라도 분석자료의 주기

에 따라 (일별, 주별, 월별 등) 그 계의 양상이 달라지
는 상은 자주 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시계열 변수 
간의 단기  계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기  

계는 독립 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주별  월별자
료를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는 국내 기존연구들이 일별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와 방법론

3.1 자료

본 연구는 일반주식형, 인덱스형, 채권형, 그리고 
MMF의 4개 펀드 유형을 상으로 2001년에서 2009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펀드 수익률과 펀드 흐름 

사이에 어떠한 동태  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펀드 련 자료는 (주)제로인에서 입수하 으며, 표본 선
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선별기 을 사용하 다. 첫 번
째, 표본은 투자신탁형태의 수익증권  투자회사형태의 
뮤추얼펀드를 상으로 하며 공모펀드만을 상으로 한

다. 두 번째, 폐쇄형(단 형) 펀드(closed-end fund)는 제
외한다. 세 번째, 펀드 유형의 구분은 (주)제로인의 분류
기 을 사용한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시 이 산입

을 피하기 해서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에서는 종류형
운용펀드를 제외하고, 모자펀드에서는 모펀드를 제외한
다. 다섯 번째, 펀드 설정일에서 폐지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을 넘지 못하는 펀드는 제외한다. 여섯 번째, 표본기
간동안 일별자료의 락이 발생한 펀드들은 제외한다. 
일곱 번째, 각 개별펀드에서 일별 수익률이 100%를 
과하거나 -5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하는 펀드들은 제외
한다. 여덟 번째, 표본기간동안 일별 순자산 총액(Total 
Net Asset Value)의 평균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펀드는 
제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1,847개의 

일반주식형 펀드, 197개의 인덱스형(K200인덱스형) 펀
드, 1,778개의 채권형 펀드, 그리고 1,220개의 MMF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3.2 주요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체 시장 수 에서의 펀드 성과와 펀

드 흐름의 계를 다룬다. 펀드 시장 체의 수익률
과 흐름은 개별펀드의 수익률과 흐름을 사용하

여 체 포트폴리오의 자료를 계산하 다. 각 개별 펀드
의 흐름에 한 직 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13]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펀드의 순자산 총액의 
변화  펀드 수익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

     : 개별 펀드 i의 t일 흐름 추정치 

       : 개별 펀드 i의 t일 순자산 총액 

     : 개별 펀드 i의 t일 일별수익률 

추정된 일별 펀드 흐름과 일별 펀드 수익률을 바

탕으로, 주별  월별 자료를 산출하 다. 흐름은 일

별 자료를 해당기간동안 합산하며, 수익률은 해당기간동
안의 보유기간수익률(Buy and Hold Return)의 형태로 
환산하 다. 이 게 작성된 개별 펀드의 자료를 사용하

여 4개의 유형별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
트폴리오의 체 수익률과 흐름을 계산하 다. 최종
으로 펀드 포트폴리오의 성과 변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개별 펀드의 기간 순자산총액(TNA)이 가
치인 개별펀드 수익률의 가 평균으로 계산한 후, 동 가
평균수익률에서 무 험수익률(risk-free rate)을 차감
한 과수익률로 산출하 다. 무 험수익률 자료로는 한

국은행에서 입수한 CD91일물의 일별수익률을 주별  
월별로 환산한 자료를 사용하 다. 한편, 펀드 포트폴리
오의 흐름 변수는 포트폴리오에 소속된 개별 펀드의 

흐름을 합산한 후 이를 소속 펀드의 기간 순자산

총액 합계로 나 어 조정해  값을 사용하 다. 
Table 1은 개별 펀드의 일별자료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펀드 포트폴리오 자료의 기 통계량을 4개의 펀
드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패  A에서 보면, 펀드의 
평균 설정기간은 일반주식형이 4.36년으로 가장 길고 채
권형이 2.48년으로 가장 짧았다. 순자산총액(Total Net 
Asset Value)의 경우, MMF가 평균 1,664억원으로 가장 



한국시장에서의 뮤추얼펀드의 성과와 현금흐름 간의 중기적 관계

6537

Panel A: Individual Fund Level/Daily Data

Type number of 
funds

Avg. age
(year)

Avg. NAV 
(bil.won)

Equity 1,847 4.36 (3.76) 30.31 (3.09)

Index  197 3.45 (2.90) 36.74 (6.23)

Bond 1,778 2.48 (1.65) 34.59 (3.69)

MMF 1,220 2.79 (1.63) 166.36 (15.96)

Panel B: Portfolio Level/Weekly & Monthly Data

Weekly Data Monthly Data

Type Avg. # of 
funds

Avg. NAV
(tril.won)

Avg. # of 
funds

Avg. NAV
(tril. won)

Equity 673.8
(633.0)

21.1
(11.6)

659.3
(626.5)

21.0
(10.7)

Index 65.5
(50.0)

2.4 
(1.6)

63.4
(49.0)

2.4
(1.6)

Bond 412.1
(305.0)

13.7
(8.1)

382.8
(298.0)

12.8
(7.9)

MMF 295.9
(276.0)

50.3
(48.3)

284.6
(272.0)

48.4
(47.6)

Median values are in parenthesi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높았으며 일반주식형이 평균 303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순자산총액의 앙값은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  B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별 펀드 포트폴리오의 

주별  월별자료에 한 기 통계량을 보면, MMF가 
가장 큰 평균 순자산총액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인덱
스펀드가 가장 작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3.3 방법론(methodology)

본 연구에서는 [14]가 제시한 인과 계 분석방법

(Granger Causality Test)을 사용하여 펀드 수익률과 펀
드 흐름의 계를 분석한다. Granger인과 계

(Granger Causality)는 통상 인 의미의 인과 계를 의

미하지는 않으며, ‘변수 X에서 변수 Y로 Granger 인과
계가 존재한다 (X Granger-causes Y)’는 것은 X의 변
동이 후행하는 Y의 변동에 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가
짐을 의미한다[15, 16]. 한, 인과 계 분석내용의 보완

을 해 두 변수의 과거시차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 사이의 계가 정 계인지 역 계인지

의 여부와 두 변수 간 계의 시차를 분석한다. 한편, 
Granger 인과 계 분석의 단계로 ADF 검정법
(Augmented Dickey-Fuller test)을 이용한 단 근 검정

(Unit Root Test)을 실시하여 시계열 자료가 안정

(Stationary)임을 확인한다.
Granger 인과 계 검정은 다음과 같은 unrestricted 

모형에서의 과거시차 변수 Xt-i의 계수인 βi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0과 다른지의 여부, 즉 변수 Xt의 과거값이 
변수 Yt의 재값의 움직임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설

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 unrestricted model

   
  



     

   : restricted model

동 검정의 귀무가설은   ⋯     이

다. 이는 ‘시계열 Xt 의 과거 움직임이 시계열 Yt의 재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F-
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정한다.

    

  

RSSUR : unrestricted 모형의 잔차 제곱합
        (residual sum of squares)
RSSR : restricted 모형의 잔차 제곱합
        (residual sum of squares) 
T     : 체 측치 수 

Granger 인과 계 검정에서는 두 가지의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첫 번째 귀무가설은 ‘변수 X에서 변수 Y로 
Granger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X does not 
Granger-cause Y)’ 이며 두 번째 귀무가설은 ‘변수 Y에
서 변수 X로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과거시
차변수의 수, N은 주별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모
두에서 1에서 4까지의 과거시차를 사용한다.

Granger 인과 계 검정에서 유의한 계가 측된 경

우, 두 변수간의 계를 좀 더 자세히 악하기 해서 
두 변수의 과거시차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Granger 인과 계 검정에서 

사용한 unrestricted model 과 동일하다. 
한편, 구체 인 실증 분석에서는 [17]에 의해서 제시

된 립식 투자의 도입으로 인한 펀드시장 구조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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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Weekly Data
   H0: Returns ↛ Flows    H0: Flows ↛ Returns

Type Lag
Whole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Whole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Equity 3   5.969**   7.310**  2.644* 0.534 1.779 0.537
Index 3 0.212   4.693** 1.598 0.205 0.756 0.860
Bond 3   6.355**   5.522**   4.349** 0.319 0.909 0.274
MMF 3 2.268 1.296   4.635**   4.396** 2.309  3.018*

Panel B: Monthly Data
   H0: Returns ↛ Flows    H0: Flows ↛ Returns

Type Lag
Whole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Whole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Equity 1 1.681 2.941  9.505** 1.018 0.271 0.768
Index 1 1.685 1.885 6.465* 0.728 1.285 0.006
Bond 1  14.754**  5.849* 10.193** 0.003 0.024 0.009
MMF 2 1.136 0.446  3.484**  4.263* 0.355   5.274**

Null hypothesis ‘Returns ↛ Flows’ states that Fund returns does not Granger-cause fund flows.
Reported numbers are F statistics
** p < 0.01, * p < 0.05

Table 2. Granger Causality Test

고려하기 하여, 련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체 표본

기간을 시장 구조변화 이 인 2004년 12월 이 과 그 

이후인 2005년 1월 이후의 두 기간으로 분할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9, 10, 18]

  

4. 실증분석결과

4.1 단위근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펀드 포트폴리오의 주별  

일별 자료에 하여 단 근 검정을 실시하 으며 ADF 
검정법에서의 과거시차(N)는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여 결정하 다. 검정 결과, 거의 모든 
자료 시계열에서 단 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유의

수  5%, 는 1%에서 기각되었으며, 유의수  10%에
서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반 으로 시계열이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단 근 검정의 구체 인 통계량은 보고하지 않았다.

4.2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Table 2는 4개 유형별 펀드 포트폴리오에 한 

Granger 인과 계 검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 분석
에서는 1에서 4까지의 과거시차를 모두 사용하 으나 

분석결과는 가장 결과를 잘 설명하는 시차의 경우를 선

정하여 보고하 다. 패  A는 주별 자료를 사용한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펀드 유형별로, 그리고 펀드시

장의 구조변화 이 과 이후 기간에 따라 인과 계의 양

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측되었다. 우선 두 변
수 간 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로 펀드 수익률이 펀

드 흐름에 향을 미치는 방향의 계가 측되었으

며, 펀드 흐름이 펀드 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경우

는 오직 MMF의 경우에서만 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하는 펀드 수익률의 변화는 후행하는 펀드 흐름

의 변화에 향을 주지만, 그 반 의 경우는 MMF 이외
의 펀드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일반주식형 펀드의 경우, 체기간  구조변화 후

의 모든 기간에서 수익률이 흐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의 경우, 구조변화 
이 기간에서만 유의한 계를 보여 일반주식형 펀드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의 구조변화 
이 에는 존재하던 수익률에서 흐름으로의 유의한 

계가 구조변화 이후에는 사라졌음을 시사한다. 채권형 
펀드는 체기간  구조변화를 기 으로 한 각 부분기

간에서 펀드 수익률이 유의하게 펀드 흐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주식형 펀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MMF는 구조변화 이후의 기
간에서 이  기간에서는 없었던 펀드 수익률에서 흐

름으로의 유의한 계가 측되었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에 펀드 흐름이 유의하게 펀드 

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계가 측되었다는 이다. 
따라서, 펀드 시장의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에서는 MMF
의 펀드 수익률과 흐름 사이에 서로 향을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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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Weekly Data
Equity Inidex Bond MMF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0.108** 0.018 -0.162** 0.084 1.722** 0.004 18.241 79.946*

   0.032 0.032* 0.048 -0.004 1.280* 0.724** -30.378 36.516

   -0.024 0.010 0.107 0.102 0.275 0.430 -15.608 -0.392

   0.006 0.022 0.082 -0.118 1.227* 0.372 -10.610 -34.159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 204 261 204 261 204 261 204 261
R2 0.245 0.664 0.296 0.079 0.622 0.557 0.084 0.116

Panel B: Monthly Data
Equity Inidex Bond MMF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0.184 0.180** 0.188 -0.425* 5.759* 1.896** -37.619 165.071*

   0.015 0.003 0.308 -0.067 -2.984 0.041 11.690 -5.533

   -0.008 0.050 -0.189 0.188 -2.069 0.522 -28.366 -16.236

   0.023 -0.014 0.185 0.290 0.119 0.595 59.746 -42.553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 44 60 44 60 44 60 44 60
R2 0.301 0.504 0.343 0.202 0.763 0.645 0.241 0.233

** p < 0.01, * p < 0.05

Table 3. Regression on Fund Flows

는 환류(feedback) 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패  B에서 보고하고 있는 월별 자료를 사용한 

검증결과는 주별 자료에서와는 일정 부분에서는 유사하

지만 일정부분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
선 채권형 펀드와 MMF에서의 결과는 주별 자료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채권형 펀드는 체 기간 
 모든 세부 기간에서 펀드 수익률이 펀드 흐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MMF의 경
우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서만 두 변수가 상호간에 향

을 미치는 환류 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주식형 펀드와 인덱스형 펀드에서는 주별 
자료에서와 상이한 결과가 측되었는데, 일반주식형 펀
드  인덱스 펀드 모두에서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에만 

펀드 수익률이 유의하게 펀드 흐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시차변수 회귀분석 결과

Table 3은 일반주식형, 인덱스형, 채권형, 그리고 
MMF의 4개 펀드 유형에 한 시차변수 회귀분석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펀드 흐름 변

수이며 과거시차변수는 4시차까지의 변수를 모두 사용
하 다.
패  A에 보고된 주별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는 Granger 인과 계 검증결과를 보완하는 추가 인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일반주식형 펀드의 경우 
Granger 인과 계 검정에서는 구조변화 이 과 이후 기

간 모두에서 펀드 수익률이 흐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시차변수의 계수추정치가 구조변화 이  기

간에서는 음의 값을, 이후 기간에서는 양의 값을 가져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의 음의 계수

추정치는 펀드 수익률의 상승이 후행하는 펀드 흐름

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인데, 이에 한 한 설명이 

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계는 
구조변화 이후 사라졌으며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서는 펀

드 수익률 증가가 펀드 흐름을 증가시키는 수익률 

추구 흐름(return chasing flow)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상은 인덱스 펀드에서도 측
되는데, 구조변화 이  기간에서의 유의한 음의 계가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에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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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형 펀드의 경우 모든 유의한 계수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져, 모든 기간에서 펀드 수익률이 흐름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
조변화 이  기간에는 복잡한 양상으로 측되던 시차가 

이후 기간에서 2시차 변수로 통일되어 변수간 계가 좀 
더 간단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MMF의 경우에는 구
조변화 이후기간에 1시차변수가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
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변화 이후기간에 확인
된 Granger 인과 계가 펀드 수익률이 후행하는 흐

름을 증가시키는 계임을 보여주었다.
패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 역시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주식형 
펀드의 경우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서 수익률 추구 

흐름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으나, 인덱스형 펀드의 경우 
이후 기간에 유의한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수익률 추구 흐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채권형 펀드에서는 모든 기간에서 펀드 수익률의 증가가 

흐름을 증가시키는 계를 보 으며, MMF의 경우
에는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서 같은 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추정치의 경제학  유의

성(economic significance)은 펀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주식형  인덱스형 펀드의 경우에는 
경제학  유의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값

을 보이고 있으나, 채권형 펀드는 이보다 크고 경제학  

유의성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값을 보

이고 있다. MMF의 경우는 가장 큰 계수 추정치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MMF의 수익률의 변화가 여타 펀드 유
형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Table 4는 종속변수가 펀드 수익률인 시차변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 회귀분석은 펀드 흐

름에서 수익률로의 유의한 Granger 인과 계가 측된 

MMF에 해서만 실시하 다. 구조변화 이후 기간을 보
면 주별  월별자료 모두에서 1시차 흐름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구조변화 이  기간의 주별 

자료의 경우에서 2시차  4시차 변수가 유의한 양의 계
수추정치를 보 다는 것이다. 이는 인과 계 검증결과와

는 상이한 결과이다. 유의한 계수 추정치가 모두 양의 값
을 보이는 이 같은 결과는 MMF의 경우에는 여타 펀드 
유형과는 달리 펀드 흐름의 증가가 향후의 수익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펀드의 유출입

이 펀드 보유자산에 한 매수/매도 거래를 증 시켜 수

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격압박가설

(flow-induced price pressure hypothesis)과 부합하는 것
이다.

Weekly Data Monthly Data
Front 
Period

Rear
Period

Front 
Period

Rear
Period

   0.0001  0.0002*  0.0005    0.0011**

     0.0009** 0.0002 -0.0001 -0.0004

  -0.0005 0.0002 -0.0008 -0.0006

    0.0006* 0.0001 -0.0002 -0.0006

   Yes Yes Yes Yes
C Yes Yes Yes Yes
N 204 261 44 60
R2 0.144 0.357 0.233 0.572

** p < 0.01, * p < 0.05

Table 4. Regression on Fund Returns: MMF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주식형, 인덱스형, 채권형, 그리고 
MMF의 4개 유형별 펀드 포트폴리오를 상으로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에 형성되는 동태  계를 분

석하 다. 주별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양자 간의 계는 펀드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류상 같은 주식형 펀드에 속하
는 일반주식형 펀드와 인덱스형 펀드 역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양자 간의 계는 많은 경우에 펀드 시장의 

구조변화 이 /이후 기간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 시장의 
구조변화가 펀드 성과와 흐름 간의 계에 무시할 

수 없는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수익률을 추구하는 흐름(return chasing 

flow)은 채권형 펀드에서 가장 일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주식형 펀드  MMF에서는 구조변화 이후 기간에
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인덱스형 펀드에서는  측

되지 않았다.
네 번째, 펀드 흐름이 향후의 펀드 성과에 미치는 

향은 오직 MMF에서만, 그리고 구조변화 이후의 기간
에서만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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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련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우선 분석 상으로 다양한 펀드 유형을 

포함시켜, 주식형 펀드만을 다루고 있는 다수의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펀드 성과와 펀드 
흐름 간의 동태  계가 펀드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해 

유의하게 향을 받았음을 보여 시장 구조변화가 련연

구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임을 보 다. 한 

주별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일

별 자료를 사용한 결과를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주제에 한 기 이고 포 인 실

증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 방향의 설정에 바탕이 

되는 연구이지만, 동시에 반 인 분석이 기본  분석

에 국한되어 상에 한 정교하고 치 한 분석에는 이

르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한 보완은 향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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