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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업들  주가 상승 과 변동  파악하고  한다.  해 종합주가지수  운수창

고업지수, 코스닥지수  운 업지수  정하여 지난 2000  6월  2016  10월 지 총 197개 동안  월별 료  

용하 다. 본 연  목적  운수창고  운수업  주가지수 수  산출하여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비

 하여 산업  전 가능 과 향후 업들   가치가 지  판단하는  다.  해 각 지

수  초통계량과 상 계, 상승 동향 등  다양하게 실 하고 운수창고  운수업  각 시 수 과 비 하

다. 결과 지난 197개월 동안 운수창고  운 업  각 시 수 보다  수  나타났다. 상 계는 종

합주가지수 경우 운수업  운수창고  매우  계  보 나 코스닥지수 는 한 계  보여  향  

주지 않는 것  판단 었다. 운 업  고 험⋅고수  나타내고 코스닥지수는 고 험⋅저수  시  나타내고 

어 운 업  상 적  적   판단 었다. 향후  산업  전 가능 과 운수창고  운 업  

시 수  비  상승  보  것  하고 어 새 운 상  각  하고 다.

주제어 : 업, 운수창고업, 운 업, 상승 , 변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growth rate and volatility of logistics related firms in the stock market. 

To do this, we used monthly data for 197 years from June 2000 to October 2016 by selecting KOSPI and 

Transport & Storage(T&S), KOSDAQ, Transportation(TRANS) inde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S and TRANS stock index returns with the KOSPI and KOSDAQ index. And we are to judge whether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logistics industry and the value of the investment of relat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high. For this purpose, we will analyze the basic statistics, correlation and growth rate of each index, 

and compare T&S and TRANS with market returns. Analysis result, for the past 197 months logistics related 

T&S and TRANS have been higher than market returns. The correlation was highly related to TRANS and T 

& S in KOSPI, but it was not related to KOSDAQ. TRANS represents high risk and high return, while 

KOSDAQ represents high risk and low return market. TRANS is considered to be an efficient investment. We 

expect the future development of logistics related industries and T & S and TRANS to show a high rate of 

increase compared to the market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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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는 재화 서비스가 공 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포장, 운송, 하역, 보 과 함께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물류산업은

상품의 포장, 운송, 하역, 보 ,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소비자 만족에 요한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24].

국내 물류산업 내 업종규모에서 화물운송업 비 이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류서비스업(6-12%), 물류

시설 운 업(4-6%) 순으로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한상공회의소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진출한 로

벌 물류기업은 분야별로 복합운송업(포워더) 42.7%, 화

물운송업(육상, 해운, 항공) 40.7%, 창고보 업 7.3%, 터

미 운 업 4.7%, 종합물류서비스업 3.3% 등의 순으로

운 하고 있다[1,2].

국내 물류산업은 과거 유통업 제조업 등의 지원 산

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로벌 아웃소싱의 증가와

GVC(Global Value Chain) 확 에 따라 경쟁력 있는

문 물류기업의 성장과 물류서비스 공 능력이 요해지

고 있다[3]. 로벌 물류환경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국

가 간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서비스의 종합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요성이

커지고 있다[25].

국의 사회물류 총액은 2012년도 기 177조 3,000억

안이고 물류업의 부가가치는 GDP 비 6.8%,로 나타

났다. 국은 향후 공업 비 이 증가할 것이고 에 지

와 원자재 등 규모 운송수요도 지속 으로 늘어날 것

으로 기 하고 있어 물류시장 규모가 더욱 확 될 것으

로 망된다[2].

본 연구의 목 은 물류산업의 요성을 인식하여

련기업인 운수창고 운수업의 주가지수 수익률을 산출

하고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와 비교 분석하여 물류

산업의 발 가능성과 향후 련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단하는데 있다. 이를 해 각 업종별 주가지수의 지난

197개월 동안의 월별 자료를 통해 기 통계량과 상

계, 상승률동향 등을 다양하게 실증분석하고 운수창고와

운수업을 각 시장수익률과 비교하여 안정성 변동성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투자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

다.

2. 적 경  행연  

2.1 적 경

국내 물류시장은 홈쇼핑과 자상거래시장, 온라인

매 비 이 증가하면서 물류아웃소싱 비율이 2006년

38.8%에서 2012년 59.6%로 증가하면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망된다. 국내 물류기업들은 매출액 기 으로

<Table 1>에서 로비스, CJ 한통운, 롯데로지스

틱스, 한진, 범한 토스, 지오 , 삼성 자로지텍, 동방,

한국공항 등이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

Rank Company Name

2014

Sales

amount
Net Income

1 Hyundai Glovis 111,668 5,763

2 CJ Korea Express 40,788 323

3 Lotte Logistics 22,202 142

4 Hanjin 13,064 428

5 Pintos 12,448 732

6 Geo-Young 10,123 150

7 Samsung Logitech 9,849 89

8 Hyundai Logistics 9,807 -530

9 Dongwon Industries 6,723 13

10 Dongbu Express 6,573 5

11 Daewoo Logistics 6,056 23

12 Hwaseung Networks 5,692 14

13 Sebang 5,670 141

14 Intergis 5,611 1

15 Yoo Sung T&S 5,377 60

16 Dong Bang 5,087 31

17 Korea Airports 4,382 258

18 High Business Logistics 4,125 74

19 DHL Korea 4,113 48

20 Hansol Logistics 3,842 12

Source : Logistics newspaper(2015)[26], KCCI(2015)[27]

<Table 1> Ranking of Total Logistics Companies 

Sales in Korea
(unit : Billion won)

물류산업의 구성은 <Table 2>에서 육상운송업과 수

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운송 련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물류산업의 총부가가치는 2012년 46

조 8,800억 원으로 체 비 3.49% 수 이었고 2014년

도 48조 7,100억 원으로 체 3.43%를 차지하 다. 고용

은 2012년 138만 명으로 체 5.59%에서 2014년도 141만

명으로 5.50%를, 물류산업의 기업체수는 체 산업의

6.0%를 나타내고 있다[1].

Armstrong & Associates이 2013년 기 으로 발표한



Analysis of Stock Price Increase and Volatility of Logistics Related Compan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자료에서 로벌 물류시장은 7,038억 달러 규모이고 아

⋅태지역은 2,556억 달러로 체 36% 가량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 물류시장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2013년 1,274억 달러로 한국 물류시장 규모 119억 달러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4,27].

2.2 행연

물류산업과 련하여 주식시장에서는 산업별(업종별)

주가지수 동향에 한 분석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강인철(2012)은 산업별 주가지수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

간의 인과 계에서 물류 련 업종을 비롯하여 부분 업

종이 양방향의 인과 계가 존재한다고 발표하 다[5].

한 강인철(2015)은 산업별 이익 측치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향에서 IT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하 다[6]. 이춘원⋅오유진(2012)은 운

수창고업을 비롯하여 8개 산업별 주가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업종별 주식시장의 효율성 여부에 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7]. 호진⋅엄승섭(2008)은 로벌

물류기업에 한 애 리스트의 투자 의견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향력을 3가지 가설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

과 정(+)의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 다[8].

최정일⋅장 진(2015)은 보안 련 기업들의 주가동향

투자가치 분석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시장수익률

비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 다[9]. 최정

일⋅이옥동(2015)은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 문화콘

텐츠 산업과 련이 높은 오락⋅문화업종지수, 디지털콘

텐츠지수를 이용하여 수익률 동향을 악하여 문화콘텐

츠 련 기업들의 투자가치 상승에 많은 기 를 걸어보았

다[10].

FTA 체결과 로벌 무역이 확 되면서 물류산업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이와 련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엄주 (2016)과 김 (2016)은 '2016-2025

년 국가물류 기본 계획'에서 한국이 세계 5 로벌 물

류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 10大 “물류강국”을 구체

화한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하 다[11,12]. 국토부(2016)

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 권 물류국가로 도

약하기 해 공·항만에 신선물류(콜드 체인), 자상거래

맞춤형 물류기반 시설, 물류로 , 자율주행화물차량, 지

능형 고성능 항만운 체계 등 친환경, 고효율 첨단 스마

트 물류기술 개발 등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Division

Number of

companies

(Number)

Number of

employees

(Number)

Sales amount

(one million won)

Land and pipeline

transportation

Railway transportation 1 - -

General freight car transportation business 6,118 200,655 21,083,968

Dragon freight car transportation business 93,610 100,886 2,833,603

Individual freight car transportation business 70,600 70,600 3,281,363

Courier service 21 30,910 3,564,822

Greater delivery 1,191 14,165 390,326

Water transportation

Foreign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165 17,730 38,387,341

Inner port cargo transportation business 248 5,467 1,422,391

Other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38 992 228,444

Transportation within the port 72 729 79,497

Other inland water transportation 5 229 55,812

Air transportation
Long-term air transportation business 29 32,298 20,927,838

Irregular air transportation 4 190 38,452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related service

General warehousing 181 5,091 898,546

Refrigeration and freezing warehousing 232 3,260 482,582

Agricultural products warehousing 711 3,403 101,083

Hazardous goods storage 38 926 302,050

Other storage and warehousing 17 191 26,215

Aviation and land cargo handling business 20 2,572 595,153

Water cargo handling business 74 14,183 2,290,140

Land transportation business 9,151 25,607 1,943,951

Multimodal freight forwarding business 1,263 22,048 3,339,111

Source : Statistical Office(2013)[28], KCCI(2015)[27]

<Table 2> Logistics related Transport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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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엄주 (2015)은 국내 물류산업에서 소기업 비

이 99.9％이고 경쟁력 있는 3차 물류기업 육성을 해

정부 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14], 이성우(2015)는 우

리나라 물류산업의 요성과 발 방향에 하여 주장하

다[15]. 박찬석(2016)은 제4차 산업 명과 물류산업에

서 새로운 로벌 Value Chain 네트워크의 수평 통합

으로 자재구매에서 매뿐 아니라 제품개발, 주문 수,

생산계획, 생산, 배송 등에 고객별 특화가 가능하고 품질,

납기, 가격, 공해문제 등도 실시간으로 능동 처리가 가

능하다고 제시하 다[16].

3. 료  연

3.1 료수집

물류 련 기업들의 상승률과 변동성을 분석하기 해

거래소시장에서 운수창고업을 코스닥시장에서 운송업을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주가지수와 운수

창고업지수, 코스닥지수와 운송업지수 등 4개 업종지수

를 이용하여 물류 련 기업들의 주가동향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편의상 종합주가지수는 KOSPI, 운수창고업지수

는 T&S, 코스닥지수는 KOSDAQ, 운송업지수는 TRANS

로 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간은 운송업종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0년 6

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7개 동안 월별자료를 이용

하 다. 운송창고업과 운송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다음 <Table 3>와 같이 각각 22개와 4개가 있다.

Transportation Store Transportation

CJ Korea Express, Dong Bang,

Chunil Express, Kukbo, Hanjin, Heunga

Shipping, Korean Air,

Sae Bang, Korea Airports, Korea Shipping,

KCTC, Hansol Logistics,

Hyundai Merchant Marine, One Express, KSS

Shipping, Jeju Air,

Asiana Airlines, Pan Ocean,

Dongyang Expressway, Intergis

Hyundai Glovis, Hanjin Shipping,

Sunkwang, Yusung

TNS,

Samil,

W Holding

Company

<Table 3> Transportation Store & Transportation 

Industry constituent item

3.2 연

각 지수별 월간 기술통계량을 KOSPI와 T&S,

KOSDAQ, TRANS로 분류한 측수 197개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각 지수별 평균은 KOSPI 1,446pt.,

T&S 1,755pt., KOSDAQ 575pt., TRANS 3,172pt.로 다양

하다.

왜도의 경우 KOSDAQ가 양(+)의 값을 보여 분포 모

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KOSPI와 TRANS는 음

(-)의 값을 보이고 있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을 나

타내고 있다. 첨도의 경우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체 으로 분포도가 집되어 있는 것으로 단되

는데 KOSDAQ의 경우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17].

KOSPI T&S KOSDAQ TRANS_

Mean 1446.125 1755.524 575.1268 3172.749

Median 1594.625 1880.070 536.1850 3500.395

Maximum 2192.360 4379.890 1518.600 6161.460

Minimum 479.6800 242.7800 307.4800 567.9000

Std. Dev. 546.4247 906.4942 147.6781 1533.946

Skewness -0.383722 0.007713 1.937243 -0.170436

Kurtosis 1.586448 2.295052 11.63710 1.786675

Jarque-Bera 21.34355 4.101817 739.2919 13.10390

Probability 0.000023 0.128618 0.000000 0.001427

Sum Sq. Dev. 58820257 1.62E+08 4296340. 4.64E+08

Observations 197 197 197 197

<Table 4> Stock Index Descriptive

지난 2000년 6월 기 (=100)으로 2016년 10월까지 총

197개월 동안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상

승률 동향이 [Fig. 1]에 나타나 있다. 2016년 10월 기 으

로 지난 197개월 동안 TRANS 772%, T&S 310%, KOSPI

240%, KOSDAQ 4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

다. 물류 련 TRANS와 T&S는 각 시장수익률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아 보인다.

[Fig. 1] National Growt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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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도 로벌 융 기 후로 각 지표들이

큰 폭 상승과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 주었다. 2012

년도 이후 최근까지 TRANS는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

으나 T&S는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KOSPI와

KOSDAQ은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2000년 6월(=0)을 기 으로 2016년 10월까지 총 197개

월 동안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월 비

월별 수익률 동향이 [Fig. 2]에 나타나 있다. 2000년

반 각 지수들의 큰 변동이 나타났으며 T&S는 2007년도

후하여 TRANS는 2011년 후 큰 폭의 등락을 보여

주었다. 반면 2012년도 이후 최근까지 각 지수들이 큰 변

동이 없이 횡보하고 있어 조만간 큰 변동의 가능성이

고되고 있다[19].

[Fig. 2] Return trends

4. 실

4.1 상 계  귀  

KOSPI와 T&S, KOSDAQ, TRANS의 1차 계를

악하기 해 상 계를 분석하 다. <Table 5>은 지난

197개월 동안의 상 분석으로 KOSPI 경우 TRANS

0.904와 T&S 0.844로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나

KOSDAQ와는 0.000로 무 한 계를 보이고 있다. T&S

는 TRANS와 0.749로 높은 계를 보이고 KOSDAQ과

-0.103로 낮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종목인

TRANS는 KOSDAQ와 0.146으로 낮은 상 계를 보이

는 반면 KOSPI 0.904, T&S 0.749와는 매우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18]. 물류 련 운수창고와 운송업은 종

합주가지수와 높은 상 계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지수

와는 거의 무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운수창고

와 운송업에 한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시장수익률을 나

타내는 지표로 이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KOSPI T&S KOSDAQ TRANS

KOSPI 1

T & S 0.844** 1

KOSDAQ −0.000 −0.103 1

TRANS 0.904** 0.749** 0.146* 1

Note : *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0.05 level,

**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0.01 level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KOSPI를 종속변수로 최소 제곱법(Least Squares) 자

료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단순회귀모형에서 Least

Squares는 편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분포 수로

평균을 정의하고 있다. Coefficient에서 T&S는 0.2118,

TRANS는 0.2315로 KOSPI와 양(+)의 방향을 보이고 있

으나 KOSDAQ와는 -0.2196로 KOSPI와 음(-)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466.0461 62.44872 7.462861 0.0000

T&S 0.211815 0.023467 9.025869 0.0000

KOSDAQ -0.219585 0.096507 -2.275340 0.0240

TRANS_ 0.231510 0.013945 16.60132 0.0000

R-squared 0.884394 Mean dependent var 1446.125

Adjusted R-squared 0.882606 S.D. dependent var 546.4247

S.E. of regression 187.2204 Akaike info criterion 13.32244

Sum squared resid 6799985. Schwarz criterion 13.38887

Log likelihood -1314.922 Hannan-Quinn criter. 13.34933

F-statistic 494.7037 Durbin-Watson stat 0.159999

Prob(F-statistic) 0.000000

<Table 6>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 KOSPI 
(term : 2000. 6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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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R-squared가 0.8826로 산출되어 종속변수

KOSPI 변화(변동)가 88.26%로 설명력이 매우 양호하다

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 stat1) 값이 0.1599로 0에

가까워 서로 독립 이지 못하고 양(+)의 자기상

(positive autocorrelation)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KOSPI와 T&S, KOSDAQ, TRANS의 t통계량과

p-value(≦0.05)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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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ex distribution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수익률 분포도가 [Fig. 3]에 나타나 있다. KOSPI는

월 비 수익률 -10∼12% 사이에, T&S는 -12∼15%

사이에, KOSDAQ는 -10∼10% 사이에, TRANS는 -17

∼20% 사이에 높은 빈도수가 형성되어 있다. TRANS와

T&S는 KOSPI와 KOSDAQ에 비해 상 으로 변동성

이 크게 나타나 있다.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월별 수익률 정규분포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KOSPI는 지난 197개월 동안 월 평균 0.65% 수익률과 표

편차 6.334를 나타내고 T&S는 평균 1.12%와 표 편차

10.673을 나타내고 있다. KOSDAQ는 평균 -0.05%와 표

편차 9.12를 나타내고 TRANS는 평균 1.71%와 표 편

차 11.892를 나타내고 있다.

1) Durbin-Watson stat 값  2에 가 우  차항들   독

립 라고 할 수 , 0에 가 우  양  상

(positive autocorrelation), 4에 가 우   상

(negative autocorrelation)   미한다.

(term : 2000. 6 - 2016. 10)

[Fig. 4] Normal distribution

[Fig. 5]에서 월 평균 수익률(RETURN)은 TRANS,

T&S, KOSPI, KOSDAQ 순으로 높게 나왔으나 표 편

차(RISK)는 TRANS, T&S, KOSDAQ KOSPI 순으로 산

출되어 있다. 따라서 TRANS는 고 험 고수익을 나타내

고 있으나 KOSDAQ는 고 험 수익 시장을 나타내고

있다. KOSPI는 KOSDAQ에 비해 수익률은 높고 험이

낮은 효율 인 시장으로 보이며 TRANS와 T&S는 각

시장수익률에 비해 험이 높은 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 할 수 있다[21].

(term : 2000. 6 - 2016. 10)

[Fig. 5] Compare of Risk & Expected return for 

each index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사분 도가 [Fig. 6]에 나타나 있다. 사분 도는 각

주가지수의 상 을 조사할 목 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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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을 만들어가는 그림으로 기 선(빨강선)은 X축과 Y

축의 1 : 1 선을 나타내고 있다. 기 선의 Y축 범 와 기

울기를 보면 TRANS, T&S, KOSDAQ, KOSPI 순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있으며 모두 타 (◦)이 기 선과

근 하여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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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ormal Q-Q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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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x-Plot Analysis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Box-Plot가 [Fig. 7]에 나타나 있다. 각 주가지수에

서 평균(•)이 앙값(Box 가운데 선)과 일치하거나 상

단에 치하고 있다. 상하 등락폭이 TRANS, T&S,

KOSDAQ, KOSPI 순으로 크게 나타나 있으며 몸통에 비

해 ⋅아래 긴 수염을 달고 있어 지난 분석기간 동안변

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타 (◦)

과 별표(*)가 ⋅아래 다수 분포하고 있어 일시 인 상

승과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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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turn Scatter distribution

KOSPI를 기 으로 T&S와 KOSDAQ, TRANS의 지

난 197개월 동안 월 비 수익률 분포도가 [Fig. 8]에 나

타나 있다. KOSPI를 기 으로 T&S와 TRANS의 분포

도가 우상향하며 어느 정도 상 계를 보이고 있으나

KOSDAQ의 경우 심에 집되어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상 계가 약하게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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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ike Chart

KOSPI와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Spike Chart가 [Fig. 9]에 나타나 있다. 각 월별 수익

률의 변동폭을 살펴보면 2000년 반부터 반까지 크

게 나타났으나 반 이후 최근까지 변동폭이 감소하면서

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다시 변동폭이 커지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KOSPI를 기 으로 T&S, KOSDAQ, TRANS의 지난

197개월 동안 수익률 분포도 가 [Fig. 10]에 나타나 있다.

KOSPI 비 KOSDAQ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하단에 수

평으로 횡보하고 있어 서로 무 한 계를 보이고 있으

나 T&S와 TRANS는 우상향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높은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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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본 연구는 주식시장에서 물류 련 기업들의 상승률과

변동성을 악하기 해 종합주가지수와 운수창고업지

수를 코스닥지수와 운송업지수를 선정하여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7개 동안의 월별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물류산업인 운수창고 운수업의

주가지수 수익률을 산출하고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

수와 비교 분석하여 물류산업의 발 가능성과 향후

련기업들의 투자 가치가 높은지를 단하 다. 이를

해 각 지수의 기 통계량과 상 계, 상승률동향 등을

다양하게 실증 분석하 고 운수창고업과 운수업을 각 시

장수익률과 비교하여 안정성 변동성 측면에서 향후

투자가능성 여부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지난 2000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총 상승률

은 TRANS, T&S, KOSPI, KOSDAQ 순으로 높게 산출

되어 물류 련 기업들의 투자가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상 계는 KOSPI 경우 TRANS

T&S와 매우 높은 계를 보 으나 KOSDAQ와는 무

한 계를 보여 서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

다. KOSP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 Coefficient

에서 T&S TRANS는 KOSPI와 양(+)의 방향을 보이

고 있으나 KOSDAQ와는 음(-)의 방향을 보여 주었으며

수정된 R-squared가 0.8826로 산출되어 설명력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월별 수익률 정규분포에서 기 수익률은 TRANS,

T&S, KOSPI, KOSDAQ 순으로 높게 나왔으나 험은

TRANS, T&S, KOSDAQ KOSPI 순으로 높게 산출되었

다. 따라서 TRANS는 고 험⋅고수익을 나타내고

KOSDAQ는 고 험⋅ 수익 시장을 나타내 주었으며 상

으로 TRANS는 효율 인 투자로 KOSDAQ는 비효

율 인 투자로 단되었다. Scatter 분석과 KOSPI 비

수익률 분포도에서 KOSPI를 기 으로 T&S와 TRANS

의 분포는 우상향하며 일정부분 연 성을 보여 주었으나

KOSDAQ의 경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방향성이 뚜

렷하지 않아 연 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물류산업을 선정하여 오

는 2025년까지 세계 10 권 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공항

과 항만에 물류로 , 자율주행화물차량, 지능형 항만운

체계를 비롯하여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등 국가물류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21]. 따라서 향후 물류 련 산업이

계속 발 할 것으로 상되어 운수창고 운송업에 속

한 기업들에 투자자들의 많은 심이 집 될 것으로 기

해 본다[23].

본 연구는 향후 물류 련 산업의 발 가능성과 운수

창고 운송업 기업들이 시장수익률 비 높은 상승률

을 보일 것으로 기 하고 있어 투자의 다양성이 확 되

기를 기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

련기업들의 투자에 해 주가 수익률 주로 다루고 있

어 다소 아쉬운 한계 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해 향후 기업분석이나 추진사업 등 다양한 분석이 제

시되어야 한다고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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