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 프리미엄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이규복*, 임형준** 

 

 

Preliminary Draft: Jan 29, 2010 

 

 

 

요약 

본 연구는 거래량, 발행량, 채권연령(age), 수익률 변동성이라는 유동성 

지표를 구성하여 유동성 프리미엄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9.3~2010.9 유통된 회사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 

신용위험과 이자율위험을 나타내는 장단기금리차, 신용스프레드, 신용등급, 

잔존만기 등 4가지 요인으로는 회사채 스프레드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회사채를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유동성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프리미엄이 신용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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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개별 국가내에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신용등급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의 

수익률이 국채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조폐권(seigniorage)뿐만 아니라 

국채의 유동성이 개별채권보다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유동성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가지 자산 중 특히 회사채 시장에 대하여 유동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채의 거래가 장외(over-

the-counter) 딜러의 유동성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회사채 시장의 경우 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들과 맥락을 같이하여 

과거 회사채 시장에 대한 문헌들에서는 전통적인 신용위험과 이자율위험만을 고려한 

가격모형으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른바 

‘신용스프레드 퍼즐’이 존재해 있었다. 그리고 유동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 이 

퍼즐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다는 문헌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어 왔다. Longstaff et 

al.(2005), Houweling et al.(2005), Chen et al(2007) 등이 유동성위험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퍼즐을 해결하고자 하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신용위험외에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여 왔으며, 

유동성이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의 진척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회사채 유동성에 관한 자료 수집이 주식에 비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3~2010.9월 유통된 회사채를 대상으로 유동성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위기 이후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Fama-French(1993)등이 사용한 장단기금리차 요인, 

신용스프레드 요인과 함께 Gebhard et al.(2001)등이 제기한 신용등급 요인, 잔존만기 

요인으로 신용위험과 이자율위험을 통제하고난 이후에도 회사채 수익률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유동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유동성 수준에 따라 복수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포트폴리오 간 수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하나의 유동성지표가 자칫 채권의 유동성위험을 잘못 측정하여 편향된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량, 발행량, 채권연령(age), 수익률 변동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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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동성지표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동일한 가설을 검증해 봄으로써 

결과의 강건성을 높였다.  

실증분석결과, 거래량, 발행량, 채권연령 등 대부분의 유동성 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유동성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우량회사채, 고수익채권 시장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우량기업의 문제가 

단지 기업의 신용위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고수익 비우량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될 경우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우량기업들의 신용위험 개선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대차거래 확대 등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은 분석방법, 제Ⅳ장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Ⅴ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제Ⅵ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발전방향 등을 결론으로 논의하여 보았다.  

 

Ⅱ. 기존연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유동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뉘어 이루어져 왔다. 주식시장의 경우 Amihud and Mendelson(1986, 

1989), Brennan and Subrahmanyam(1996), Amihud(2002), Chen, Lesmond and 

Wei(2005) 등이 bid-ask 스프레드등의 유동성 지표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기대수익과 

유동성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한편 채권시장의 경우 Merton(1974), Geske(1977), Leland(1994, 1998), Longstaff 

and Schwartz(1995), Leland and Toft(1996) 등은 구조모형을, Jarrow and 

Turnbull(1995), Duffie and Singleton(1999) 등은 축약모형을 이용하여 

채권신용스프레드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분석결과가 대부분 전통적인 

신용위험 모형으로는 신용스프레드를 설명하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Eom, 

Helwege and Huang(2003), Huang와 Huang(2003) 등 또한 회사채 가격결정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구조모형들을 실증 분석하여 봄으로써 신용위험만으로는 신용스프레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대신, 신용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변수로 국고채와 회사채간 세제 차이, 유동성 등이 

고려되어졌다. 특히 Longstaff et al(2005), Chacko(2005), Chen et al(2006) 등은 

미국 회사채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유동성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으며, De Jong and Driessen(2005), Houweling et al(2005) 등은 

유로화 표시 채권시장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직접지표로는 호가(quoted) bid-ask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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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effective) bid-ask 스프레드, 호가 규모(size), 거래 규모, 거래 빈도 및 

거래량(trading volume) 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장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채 시장의 경우 이와 같은 직접지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표 이외에 발행금액, 

상장여부, 근월물(on-the-run) 채권유무, 채권력(age), 수익률 변동성 또는 분산 등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이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관련 

변수들에 대해서는 Howeling et al(2005)의 <표 1>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일부 

분석에서는 개별채권의 유동성 외에 시장 유동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De Jong and Driessen(2005)은 국고채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회사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Li et al(2005)는 국고채의 근월물여부로 

시장 유동성을 파악하여 회사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표 1 삽입] 

 

분석모형 측면에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또는 수익률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구조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주식시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동성위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자산을 추정하는 방법보다는 유동성 요인으로 

분류된 포트폴리오 간 수익률의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Amihud and Mendelson(1986), Brennan and Subrahmanyam(1996), Haugen 

and Baker(1996) 등이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분석방법은 흔히 

사용되지 않아왔는데 최근 Houweling et al(2005) 이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채 시장 내에서 회사채간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유동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들로는 김재우, 김화성(2005), 정완호, 

한상일(2005), 조하현, 이승국(2005)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연구는 신용위험 등 전통적인 결정요인들이 

신용스프레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정완호, 한상일(2005)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협상력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유동성이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이건범, 

원승연(2007)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개별 회사채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위험 외에 

유동성 등 채권시장의 수급요인이 회사채와 국고채 신용스프레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도 개별 채권의 유동성이 회사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에서는 이건범, 원승연(2007)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건범, 

원승연(2007)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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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기 이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위기로 인해 리스크 인식에 대한 민감도가 바뀐 이후 유동성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분석방법론적으로 주가관련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온 포트폴리오 기반 분석방법을 채권시장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동성의 차이가 회사채 시장내에서 수익률 격차를 유발하는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 이건범, 원승연(2007)의 경우 회사채간 수익률 

격차보다는 국고채와 회사채간 스프레드의 결정요인으로써 유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와 이건범, 원승연(2007)의 연구결과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모형 

 

1. 회사채 수익률 결정요인 

 

(1)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감안하는 4요인 모형 

본고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전체 시장요인과 

개별채권요인을 하나씩 고려하여 4요인 모형을 구축하였다. 4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율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국고채 3년물과 1년물의 수익률 차이인 

장단기금리차와 개별 채권의 잔존만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BBB-등급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3년 수익률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와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였다. 

한편 개별 채권을 각각 관측치로 회귀분석에 대입하는 대신 분석대상 채권들을 

유동성에 따라 n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었다. 포트폴리오 구분의 기준이 되는 유동성 

지표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만약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으로만 결정된다면 관련 4요인이 

통제된 이후 유동성이 높은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유동성이 낮은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포트폴리오간 수익률에 격차가 나타난다면 이는 유동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동성으로 분류된 포트폴리오 간 수익률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이 회사채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 모형의 타당성 

모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제시된 4요인이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대리하는데 적절한 변수들인지 그리고 그 외 회사채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특정요인들은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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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Jarrow and Turnbull(1995)등 기존 문헌을 살펴볼 때,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이 단순한(plain vanilla)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Fama and French(1993)는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장단기금리차와 신용스프레드를 적용한 2요인 모형을 

사용하여 미국 회사채 실현된 초과수익률 움직임의 90% 이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Gebhard et al.(2001)은 Fama-French의 2가지 요인 외에 신용등급 및 

듀레이션이라는 개별 채권의 특성이 회사채 수익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4요인은 신용위험과 이자율위험을 대리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4요인을 제외하면 기존 모형들에서 보편적으로 

고려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채권의 듀레이션 대신 

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잔존만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나 국가간 거래행태나 자료의 

적절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장단기금리차와 신용스프레드를 구하는 채권의 종류가 기존 

미국이나 유로자료들을 분석한 논문들과 차이가 있긴 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모형 1 

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긴 하나 본고의 분석에는 거래량, 발행량, 발행된 

시점으로부터의 채권연령, 수익률변동성이라는 네 개의 유동성지표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형 1에서는 이 유동성지표들를 기준으로 모든 분석대상 회사채들을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분류하였다. 유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와 유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의 

분류기준으로는 각 유동성 지표의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2주마다 변경시켰다.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 p의 거래일 t의 수익률 Y 을 t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2주 

동안 포트폴리오 p에 속한 채권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p의 

신용등급 요인 C 과 잔존만기 요인 C  또한 해당 2주 기간 중 포트폴리오 채권들의 

특성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1. 

이후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채권포트폴리오의 특성 C 와 장단기금리차 요인 F , 

신용스프레드 요인 F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는 모형을 실증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Y  α β F γ C ε     for p 1,2  

                                  
1 신용등급 AAA, AA, A, BBB등급에 각각 1, 2, 3, 4라는 숫자를 부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Ⅲ장

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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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ε 0 

E ε ε σ , if t s  

                0, if t s 

여기서 β 는 Fama-French 요인 j 에 적용되는 로딩(loading)을 의미하며 γ 는 

포트폴리오 특성 j의 한계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식을 다시 살펴보면 장단기금리차 

요인 F , 신용스프레드 요인 F 의 경우 모든 포트폴리오에 동일한 값이 적용되나 

요인에 해당하는 계수(로딩)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채권 특성 변수인 

신용등급 요인 C 와 잔존만기 요인 C 의 경우 두 포트폴리오에 다른 요인값이 

적용되나 요인에 해당하는 계수는 두 포트폴리오에서 동일하다. 한편 에러항은 횡단면에 

있어서 상관되어 있을 수 있고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heteroscedastic), 시계열 상관(cross-serial correla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추정식 2개를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를 이용해 동시에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정 계수는 α  2개, β  4개, γ  2개 등 모두 8개가 된다. 

만약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Fama-French 요인과 신용등급, 

잔존만기라는 채권특성 요인이 회사채 스프레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두 회귀식의 

상수항 α 는 0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Wald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이 때 검증통계량은 자유도 2를 가지는 χ -분포를 

따른다. 

 

H : α 0  ⋀   α 0  

나아가 만약 포트폴리오 1의 상수항 α 과 포트폴리오 2의 상수항 α 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 차이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1과 2는 

우리가 상정한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α α 는 0이 아닌 값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크기, 그리고 나아가 부호를 살펴본다. 

부호를 살펴보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1이 실제로 유동성이 높은 채권으로 묶인 

포트폴리오라면 상대적으로 유동성 프리미엄도 작아 α 의 크기도 α 에 비해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모형 2 

모형 1은 포트폴리오별로 달라지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상수 α 로 가정하였다. 이에 

반해 모형 2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만들어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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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α β F γ C δ L ε   

E ε 0 

E ε ε σ , if t s  

                0, if t s 

여기서 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성 지표의 절대값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감안해 주기 

위해 유동성 프리미엄 L 는 시점 t에 나타나는 유동성 지표의 평균값 l 로부터의 편차로 

정의하였다. 

 

l
1

P
l , L l l  

한편 모형 2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효과를 추정하려 하기 

때문에 유동성 지표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분류를 보다 세밀화하여 모두 4개의 

포트폴리오로 분류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Ⅵ. 자료 

 

1. 분석기간 

 

본고에서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 13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장에 유통된 

회사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수집이 분석기간 동안 유통된 회사채의 코드와 

명칭을 추출한 후 이에 해당하는 회사채의 수익률, 발행량 등의 특성을 다시 모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반이 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2010년 3월 이전 자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이후 자료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제외하였다. 실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을 겪으며 2008년 말에 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림>의 LIBOR-OIS 스프레드는 당시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과 동시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억제함에 따라 2009년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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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삽입]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리먼 파산 이후 글로벌 대형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국내경기가 침체되었으며 자산가격도 급락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 역시 신용 및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도 크게 혼란에 빠졌으며 

수익률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AA-등급 우량채의 경우 이미 2007년 중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73bp 포인트 상승한 후 2008년에는 무려 328bp 포인트나 올라 연말에 

스프레드가 431bp를 기록하였다. 2007년 10월까지 318bp에 머무르던 국고채 대비 

BBB-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2008년 말 861bp까지 급등하였다. 다만 한국은행이 

10월말 이후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채권안정펀드, 자본확충펀드 등 경색된 부분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국고채시장이 우선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회사채시장도 우량회사채, 비우량회사채 순으로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장 

늦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비우량회사채와 국고채간 스프레드가 2010년 3월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2010년 3월부터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2 삽입]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2009년 3월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회사채 수익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9년 3월 

이전의 자료들까지 수집하여 기간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나아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규모를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발행물량이 억제되어 오다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이후 시장이 안정되며 채권발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AAA~A등급의 

회사채 발행량이 2008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BBB등급, BB등급 회사채 

시장의 발행 여건은 2009년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발행량이 각각 월 3,000억원 및 

1,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그림 3>에서보면 2010년 3월 중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후 발행규모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09년 3월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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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1) 회사채 

회사채에 관한 자료는 우선 FNGuide를 통해 해당 기간에 유통된 채권의 정보(코드명, 

채권명)를 수집한 후 해당 채권에 관한 세부 정보는 Bond Pricing Online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개별 채권에 대한 발행일, 만기일, 발행량, 거래일 및 거래량, 

발행 당시 신용등급, 표면금리 정보를 수집, 정리한 바 총 873개의 회사채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중 우선 전환, 상환조건이 있는 채권의 경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arrant) 

등을 제외하고 단순한 채권(plain vanilla)만을 고려하자 828개의 채권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BB+이하 신용등급의 비우량회사채는 분석방법의 기술적 이유로 배제하였다. 

본고는 실증분석 시 회사채 신용등급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면서 AAA, AA, A, BBB등급에 

각각 1~4의 값을 부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변수에 이와 같은 일련의 

숫자들을 부여할 경우 투기등급인 BB 이하 등급을 포함하게 되면 가격오차(mispricing)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Schultz(2001)등에서와 같이 BB+등급 이하 채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828개의 

자료 중 BB, CCC, 및 D등급의 회사채 개수가 각각 17개, 6개, 1개에 지나지 않는 데다 

해당 채권의 총 발행금액도 1.5조원으로 전체 발행량 75.4조원의 2.0%에 그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에도 전체 채권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삽입] 

 

마지막으로 발행금액이 너무 작은 채권들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회사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행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채권을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10억원 이하의 소액채권의 발행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주된 거래상대방인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가 거래금리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위와 같이 회사채 자료를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AAA~BBB등급 회사채 800개를 

표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신용등별로 살펴보면 발행회사채 수는 A등급이, 

발행액으로는 AA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BBB등급 채권이 발행회사채 수(88개)나 

발행액(4.5조원) 그리고 채권 당 발행액(507억원) 측면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등급별 평균수익률을 비교하여 보면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개별채권의 수익률을 일일이 비교하여 보면 잔존만기나 

유동성의 차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의 수익률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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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런 개별 효과가 상쇄되어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 일관되게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그림 4>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4 삽입] 

 

(2) 시장 수익률 

Fama-French 요인을 구성하기 위한 국고채 3년물 수익률과 1일물, BBB-등급 

회사채의 시장평균수익률은 모두 FNGuide로부터 추출하였다. 우선 장단기금리차는 

국고채 3년물과 1년물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사실 미국의 경우 여러 종류의 국채를 

이용하여 장단기금리차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금리의 부재로 

인해 선택이 제약적인 편이다. 특히 단기금리의 경우 통안증권 수익률은 한국은행 

발행수요로 인해, 91일물 CD금리는 은행의 발행수요 및 신용위험에 따라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5년물, 10년물 등의 장기 국고채는 만기보유가 대부분이고 유통량이 

많지 않아 수익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물과 1년물을 이용하였다. 한편 신용스프레드를 측정할 때 미국과 유럽에서는 

BBB등급 회사채의 시장평균수익률에서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FNGuide에서는 BBB-등급 평균수익률이 제공되어 이를 사용, BBB-등급 수익률-국고채 

수익률을 신용스프레드로 사용하였다. 

 

3. 유동성 지표 

 

유동성위험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표가 

유동성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본고에서는 자료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직접지표인 거래량과 함께 2  발행량, 발행시점으로부터의 기간(age), 

수익률변동성이라는 간접지표를 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1) 거래량 

거래량은 스프레드, 주문크기, 거래빈도와 함께 시장유동성을 정의하는 변수이며, 

유동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거래량, 즉 유동성이 높을수록 

유동성위험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거래량 이외에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유동성지표를 사용하여 유동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2 유동성지표로 거래빈도를 이용하는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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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량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동성의 간접지표가 채권의 발행액이다. 

이미 1950년대에 Fisher(1959)는 대규모로 발행된 채권일수록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발행량은 거래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유동성 지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최근에 Crabbe and Turner(1995)는 일반적으로 발행액이 큰 증권을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이들 증권에 대한 분석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량이 큰 증권은 낮은 정보비용으로 인해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arig and Warga(1989), Amihud and 

Mendelson(1991) 등은 소규모로 발행된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만기보유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확률이 높음을 보임으로써 이들 증권의 거래량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거 문헌들의 결과에 기초할 때 발행액이 큰 채권일수록 

거래량이 크며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발행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채권연령 

 ‘채권연령’은 발행량과 함께 관련 문헌에서 자주 쓰이는 유동성 지표이다. Sarig and 

Warga(1989)는 발행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만기보유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채권연령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줄어듬과 동시에 유동성은 낮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연령과 유동성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McGinty(2001)는 

발행초기에 딜러들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Schultz(2001)는 발행 

초기에 채권이 저평가되는 경향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권연령이 

짧을수록 유동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4) 수익률 변동성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채권에 대해서는 정보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이 결과 거래가 줄어듦과 동시에 유동성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된 유동성 지표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포트폴리오 1에는 각 

지표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많다고 간주되는 채권들이 묶여 분류되고 마지막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이 가장 적은 채권들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거래량과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채권연령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수익률 

변동성의 경우 양방향의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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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모형 1 

 

<표4>에 모형 1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Fama-French가 제시하였던 

2가지 요소, 장단기금리차와 시장 신용스프레드에는 앞서 모형부분에서 설명한 바 같이 

공통계수를 적용하였는데, 어떠한 유동성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한 포트폴리오든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수의 부호도 플러스(+)로 나타나 결과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개별채권의 잔존만기나 신용등급 요인의 경우에도 

모두 플러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3. 나아가 모든 R2 값이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증모형의 설명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포트폴리오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Wald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수익률변동성 지표를 유동성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수항의 두 쌍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자율위험이나 신용위험 등을 통제한 후 수익률이 다른 상호배제적인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요소로 거래량이나 발행량, 채권연령 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상수항 두 쌍을 비교하여 보면 모든 경우에 유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상수항이 유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의 상수항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유동성효과에 의한 수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익률변동성을 대용변수로 사용한 경우 상수항의 두 쌍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특성상 합리적인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 시장 내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져 있는데, 실제 거래는 부진한 상황에서 채권딜러들이 지난 가격과 

동일한 가격만을 시장에 매일 제시한다면 이는 결국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외국문헌의 경우에도 자료나 분석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과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Hong 

and Warga(2000)과 Shulman et al.(1993)은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유동성 프리미엄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한 반면 Alexander et al.(2000)은 수익률 변동성이 

높아질 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짐을 발견한 바 있다. 

                                  
3 다만 발행금액의 잔존만기 요인에 대한 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 13 - 

 

 

[표 4 삽입] 

 

2. 모형 2 

 

한편 모델 2에서는 포트폴리오를 4개로 구성하여 유동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재 본고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의 경우 발행금액이나 수익률변동성은 

일정 quantile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4개로 나누는데 별 무리가 없으나 채권연령이나 

거래량의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즉, 거래량의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채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발생 여부가 아닌 거래량을 일정규모마다 구분하는 경우 

해당되는 채권의 수가 너무 작아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채권연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발행금액과 수익률변동성에 대해서만 모델 2를 작용하여 분석하였다. 

발행금액과 수익률 변동성은 25quantile씩 구분하여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모델 1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발행금액의 경우에는 

채권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률 변동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발행금액의 경우 유동성관련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발행금액이 큰 

포트폴리오일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익률 변동성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분한 경우에는 유동성관련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익률 변동성이 

유동성의 대용변수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삽입] 

 

Ⅵ.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회사채 수익률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회사채 시장내에 유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회사채 수익률의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을 대용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 사용하기에 발행금액이나 

채권연령 등은 적합하나 수익률 변동성 지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량회사채는 위기 이후 수익률의 정상화도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비우량회사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왔다. 특히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 300bps 중반대를 기록하던 우량(A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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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량(BBB-) 회사채간 신용스프레드는 2010년 12월까지도 600bps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 등은 비우량회사채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비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데에는 이자율위험이나 신용위험이외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즉, 발행금액이나 거래량 등을 신용등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고신용등급일수록 평균적으로 발행규모가 크거나 거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비우량회사채 수익률을 안정시키고 비우량회사채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활성화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위기 

이전 자료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기 이후 유동성 프리미엄이 과연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더 결과가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월물 여부 

등 유동성에 대한 간접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석을 추가할 수 있다면 결과의 강건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eliminary Draft; please do not 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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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실증분석 문헌에서 사용된 유동성 지표 요약 a 

 

Authorsb Datac Liquidity proxies 

 

Issued 

amoun

t 

Listed On-the-run Age
Yield 

volatility 

Number of 

contributors 

Corporate bonds 

AEF00 US -* +*  +* -*  

CT95 US ◇      

EGAM02 US ◇   +*   

ER01 US    +*   

GM92 US 
+◇ -

◇ 
    -◇ 

HW00 US -*   +* +*  

M01 EMU ◇   ◇   

MR02 US 
+◇ -

◇ 
     

S01 US    +◇   

SBP93 US ◇    +*  

 

Treasury bonds 

AM91 US       

EG98 US   +* +*   

F02 US ◇  +*    

JMP02 EMUd -*  +*   -* 

K02 US -*      

KU00e 
Germa

ny 
-*      

SW89 US -◇   +*   

W92 US -◇   +*   

 

Corporate and Treasury bonds 

DN02 Spain +* -*   +*   

        

Corporate, municipal and Treasury bonds 

CS99 US    +*   

a Legend: - negative; + positive; * significant; ◇ insignificant. 

b AEF00 = Alexander et al. (2000), AM91 = Amihud and Mendelson (1991), CS99 = Chakravarty and Sarkar 

(1999), CT95 = Crabbe and Turner (1995), DN02 = Diaz and Navarro (2002), EG98 = Elton and Green (1998), 

EGAM02 = Elton et al. (2002), ER01 = Ericsson and Renault (2001), F02 = Fleming (2002), GM92 = Gehr and 

Martell (1992), HW00 = Hong and Warga (2000), JMP02 = Jankowitsch et al. (2002), K02 = Krishnamurthy (2002), 

KU00 = Kempf and Uhrig-Homburg (2000), M01 = McGinty (2001), MR02 = Mullineaux and Roten (2002), S01 = 

Schultz (2001), SBP93 = Shulman et al. (1993), SW89 = Sarig and Warga (1989), W92 = Warga (1992). 

c EMU = European Monetary Union, US = United States. 

d JMP02 considered 6 countries: Austria, France, Germany, Italy, Spain and The Netherlands. 

e We used the price discounts in KU00's Table 2 to calculate the impact of maturity on yields. 

자료: Houweling et 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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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규모 

(단위: 개, 억원) 

 회사채 수 발행액 
평균수익률

 수 비중 발행액 비중 

AAA 240 29.0% 214,745 28.5%  

AA 186 22.5% 245,343 32.5%  

A 286 34.5% 234,506 31.1%  

BBB 88 10.6% 44,647 5.9%  

표본 소계 800 96.6% 739,241 98.0%  

BB 21 2.5% 8,700 1.2%  

CCC 6 0.7% 6,350 0.8%  

D 1 0.1% 60 0.0%  

총계 828 100% 754,351 100%  

 

 

 

<표3>                            유동성 지표 요약 

지표 설명 
첫 번째 포트폴리오 

(=유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기대효과 

거래량  거래량이 가장 많은 채권 (-) 

발행량  발행량이 가장 많은 채권 (-) 

채권연령 
발행된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기간(년) 
채권연령이 가장 짧은 채권 (+) 

수익률변동성 
해당 기간(10일) 내의 

수익률 표준편차 
수익률 변동성이 높은 채권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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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 1 의 추정 결과 

 

 

절편 요인 속성 Wald1) 프리미엄 R² 

장단기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신용등급 만기 

채권거래량 

대량 

-9.353 

(-

11.051) 

0.615 

(5.373) 

0.995 

(9.277) 
0.973 

(7.532) 

0.643 

(6.628) 

7.803 

(0.005) 
-1.581 

97.4

소량 

-7.771 

(-

10.626) 

0.498 

(6.093) 

0.805 

(7.933) 
98.5

채권발행량 

대량 
-8.785 

(-9.634) 

0.495 

(4.606) 

0.925 

(6.619) 
0.841 

(8.857) 

0.763 

(3.484) 

6.268 

(0.012) 
-1.631 

98.6

소량 
-7.154 

(-7.919) 

0.444 

(5.035) 

0.782 

(6.447) 
97.6

채권연령 

<1.8년 
-7.325 

(-6.658) 

0.539 

(5.762) 

0.835 

(5.747) 
0.750 

(3.095) 

0.606 

(3.816) 

3.302 

(0.069) 
1.104 

98.5

>1.8년 
-6.220 

(-6.120) 

0.464 

(5.624) 

0.638 

(5.475) 
97.5

수익률변동성 

작다 
-8.550 

(-6.959) 

0.326 

(1.665) 

0.914 

(5.158) 
1.039 

(13.359)

0.643 

(16.055)

0.032 

(0.858) 
-0.313 

93.4

크다 
-8.863 

(-9.590) 

0.666 

(4.240) 

0.906 

(6.766) 
96.7

주 : ( )는 t-값임. 다만 1)은 P-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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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모형 2의 추정 결과 

 

 

절편 요인 속성 Wald1) R² 

장단기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신용등급 만기 유동성 

채권발행량 

많음 

-5.760 

(-

7.173) 

0.597 

(6.415) 

0.771 

(7.794)

0.634 

(5.088)

0.024 

(0.353)

-0.001 

(-

1.853) 

54.461 

(0.000) 

98.6 

∨ 
0.493 

(5.795) 

0.720 

(7.670)
98.5 

∨ 
0.503 

(5.043) 

0.713 

(7.805)
98.7 

적음 
0.369 

(4.009) 

0.773 

(8.310)
94.4 

수익률변동성 

작다 

-8.702 

(-

19.442)

0.415 

(1.306) 

0.945 

(12.606)

0.987 

(15.356)

0.612 

(19.349)

0.631 

(0.235) 

8.755 

(0.003) 

88.4 

∧ 
0.195 

(0.760) 

0.975 

(13.879)
88.3 

∧ 
0.378 

(1.754) 

0.949 

(14.210)
92.8 

크다 
0.926 

(4.846) 

0.872 

(12.619)
92.9 

주 : ( )는 t-값임. 다만 1)은 P-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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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LIBOR-OIS 스프레드 추이 

 

<그림 2>                 우리나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 

 

<그림 3>                    등급별 회사채 발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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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용등급별 회사채 수익률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