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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논문1: Strategic Run 형태의 고빈도거래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논문2: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분할 사건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투자론 분야에 관한 두 개의 독립적인 소논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문(소논문1)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한국 주

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한다. 한국거래소가 2009년 3월 23일부터 

차세대주문체결시스템인 ‘EXTURE’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KOSPI 시장에서 

1초 미만의 짧은 간격으로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하며 거래를 체결시키는 

패턴을 가진 고빈도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Hasbrouck and 

Saar(2012)가 NASDAQ 시장에서 발견한 바 있는 ‘Strategic Run’과 동일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Strategic Run은 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매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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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알고리즘의 작동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논문에서는 Strategic Run이 유동성, 변동성 및 가격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0초 구간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직전 구간에서 유동성이 낮을수록, 변동성

이 높을수록 Strategic Run의 발생확률이 높다. 종목별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가 가장 많은 10초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은 즉시 체결 가능한 가격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최우선호가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급격히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

해 사건구간에서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호가 잔량이 소진되며 변동성이 증가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후 수 분간 Strategic Run이 반대로 유

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상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Strategic Run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목별로 양(+) 또

는 음(-)의 대규모 주문불균형을 일으킨 상위 10초 구간 전후의 가격 움직임

을 분석하였다. Strategic Run이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을 일으킨 사건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한 이후 유의한 가격반전이 나타나지 않아 Strategic 

Run이 가격을 교란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Strategic Run이 대

규모 음(-)의 주문불균형을 일으키는 사건구간의 경우, 사건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한 이후 유의한 가격반전이 일어나서 약 50초 후에 원래의 가격을 회복

하는 것으로 나타나 Strategic Run에 의한 음(-)의 주문불균형은 가격을 일

시적으로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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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논문(소논문2)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이 자기자신과 유

사한 가격대에 속한 다른 주식들의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격대

별 동조화 현상이 존재함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주식분할 

사건에서, 분할 이후의 수익률은 저가주들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

향이 분할 전에 비해 증가한다. 이러한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기

여하는 정도를 투자자 유형별로 분해한 결과, 수익률 동조화의 거의 대부분

은 개인투자자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분할 전

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의 증가폭이 클수록, 그리고 주식분할 시점에서 투

자자들의 투자심리(investor sentiment)가 긍정적일수록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경향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들을 명목가격

대별로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하여 거래하는 행동재무학적 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주

식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 주식을 가격대별로 나누어 분

석한 결과, 저가주일수록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강하고 고가주일수록 그 

정도가 약해진다. 이것은 저가주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아 행동

재무학적 편의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가 강하게 일어나지만, 고가주에서는 기

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수익률 동

조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매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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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수 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거래소는 컴퓨터 알고리즘거래 

및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거래 환경의 

유례없는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  미국에서는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고빈도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TABB 

group(2009)], 유럽에서의 고빈도거래 주문 비중도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ank of England(2010)]. 고빈도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처리 용량 및 체결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체결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최근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거래소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 

한국거래소가 차세대 매매시스템인 EXTURE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보다 

앞선 2008년 10월에 주식과 KOSPI200 선물/옵션에 대해 DMA(Direct Market 

Access)가 금융 당국에 의해 허가됨으로써 시장 접근 속도가 빨라져 이를 

활용하는 고빈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빈도거래의 종류나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고빈도거래에 관해 아직 엄밀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실시

간 시장정보에 대응하는 고속 컴퓨터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빈도의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를 

고빈도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sec.gov/news/studies/2010/marketevents-report.pdf (p.45) 
2 “DMA 개요와 국내외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2011.9.22))에 의하면 2010년 6월말 현재 국내 

증권사 및 선물회사 총 72개사 중 50개사가 DMA 를 이용한 매매주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

공하고 있다. 2009년 7월~2010년 6월의 기간동안 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 중 97.5% 

에 해당하는 9,011 조원이 DMA 를 이용한 거래이다. 

http://www.sec.gov/news/studies/2010/marketevents-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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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빈도거래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고빈도거래가 시장의 유동성, 변동성, 가격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빈도거래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는 고빈도거래에 의해 호가제출 빈도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변동성이 완화되며 가격발견이 향상된다는 연구 

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Hasbrouck and Saar(2012), Brogaard(2011a), 

Hendershott et al.(2011), Hendershott and Riordan(2011), 

Menkveld(2012)] 그러나, 고빈도거래가 가격을 교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2010년 5월 6일 Flash crash와 같은 유동성 증발 및 극단적인 변동성을 

야기함으로써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New 

York Times(2011.10.8)]. 특히 Kirilenko et al.(2011)는 고빈도거래자가 

Flash Crash 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아니나, 이후 매도에 가세하면서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빈도거래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실증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고빈도거래 현황: 2009년 3월 23일부터 한국거래소가 차세대 

매매시스템인 EXTURE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주문 제출 또는 체결이 

발생한지 0.003초 이내로 반응하여 주문을 내는 계좌가 발견된다. 이는 

시장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스프레드를 취하거나, 호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기매매 알고리즘(PA: 



 

 4 

Proprietary Algorithm)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거래소 

전산매매시스템의 시각 기준으로 주문접수 건수가 1초 주기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기관 또는 외국인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을 분할하여 제출하는 기관매매 알고리즘(AA: Agency 

Algorithm)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Strategic Run의 특성: 빈번하게 주문을 제출하는 계좌의 주문 및 체결 

패턴을 살펴본 결과, 1초 이내의 간격으로 동일 방향으로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Hasbrouck and Saar(2012)가 보고한 

‘Strategic Run’의 주문 및 거래 패턴과 일치한다. Strategic Run은 

대형주 및 고가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Strategic Run을 하는 

투자자가 주로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규모의 금액을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 현재 Strategic Run에 의한 주문횟수는 시장 대비 약 

0.2%, 거래대금은 약 0.06%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Strategic Run의 총 횟수는 2009년 1월에 총 130건에 불과하였으나, 

EXTURE 도입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10년 5월에는 총 

3만 6천건에 이른다.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는 비슷한 금액을 거래하는 

일반 계좌에 비해 거래 1건당 체결금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소량의 주식을 잦은 빈도로 거래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빈도거래 특유의 전략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Strategic Run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0초 구간단위로 나누어 볼 때 

직전 구간에서 유동성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클수록 Strategic Run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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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크다. 종목별로 Strategic Run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0초 구간 

전후의 유동성,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은 즉시 

체결가능한 가격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최우선호가에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을 급격히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건구간에서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호가 잔량은 소진되며,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반면 이후 수 분 동안 Strategic Run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Strategic Run에 의한 유동성 

충격이 해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가 많은 구간일수록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호가잔량이 

감소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종목별로 Strategic Run에 의한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이 발생하는 10초 구간 전후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사건구간에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후 유의한 가격 반전이 

나타나지 않아 Strategic Run에 의한 양(+)의 주문불균형이 가격을 

교란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대규모 음(-)의 주문불균형이 

일어난 10초 구간의 경우, 사건구간에서 가격이 하락한 직후부터 유의한 

가격반전이 일어나며 약 50초 후에 원래의 가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Strategic Run에 의한 음(-)의 주문불균형은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이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변동성을 감소시키며, 가격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해외 연구(Hasbrouck 

and Saar(2012), Broggard(2011a), Hendershott et al.(2011), Hendershott 

and Riordan(2011), Menkveld(2012))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sbrouck and Saar(2012)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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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Run 형태의 고빈도거래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도 존재함을 

발견하고, 그 특성 및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금융당국은 2003년부터 적용해온 『국경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폐지함으로써 현재 DMA 거래에 관한 정책적 규제가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금융당국의 고빈도거래 관련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계좌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계좌별 주문자료를 활용함으로써 Hasbrouck and 

Saar(2012)가 정의한 ‘Strategic Run’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였다. 

반면, Hasbrouck and Saar(2012)는 계좌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2009년 3월 

한국거래소의 차세대 매매시스템인 EXTURE 도입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고빈도거래로 인한 주문 및 체결의 특징적인 변화에 관하여 

서술한다. 5장에서는 Strategic Run의 특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2.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변화와 

고빈도거래(또는 알고리즘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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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체결시스템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endershott and Moulton(2011)은 NYSE에서 2006년 하이브리드 시장의 도입 

전후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 시장이란 스페셜리스트의 

중개를 통하지 않는 자동체결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시장의 도입 이후 스페셜리스트의 정보우위가 감소하자, 

스페셜리스트는 스프레드를 증가시켜 이에 대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가격발견의 측면에서 시장효율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ordan and 

Storkenmaier(2012)는 독일거래소(Deutsche Boersche)에서 2007년 

매매체결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특히 중소형주에서 호가스프레드 및 

유효스프레드가 감소하고 가격발견기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유효스프레드를 분해한 결과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고 역선택 

위험에 대한 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시스템 속도향상 이후 유동성 공급자들이 역선택의 위험을 보다 잘 회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고빈도거래 또는 알고리즘거래가 시장의 유동성, 변동성 및 가격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실증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Hasbrouck and Saar(2012)는 

NASDAQ에서 나타나는 고빈도거래의 특성을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Strategic Run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NASDAQ에서 

새로운 호가나 체결에 대한 반응은 2-3ms 이내에 일어나며, 이는 시장조성 

또는 통계적 차익거래를 위한 자기매매 알고리즘(PA: Proprietary 

Algorithm)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1초 단위의 고정된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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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접수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분할주문을 위한 기관매매 

알고리즘(AA: Agency Algorithm)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Strategic 

Run이 많이 발생할수록 스프레드가 작아지고 시장심도가 깊어지며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기간인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들은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질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Hendershott and 

Riordan(2011)은 독일거래소의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알고리즘거래가 

유동성과 가격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알고리즘거래는 스프레드가 

작을 때 유동성을 소비하고, 스프레드가 클 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의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고리즘거래는 

사람의 거래보다 가격발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들은 유동성이 부족한 시점에서 알고리즘거래자가 유동성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추측이 실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Hendershott et al.(2011)은 NYSE가 2003년 

자동호가(autoquote)를 도입한 이후, 알고리즘거래의 증가로 인해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호가의 가격발견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rogaard(2011a)는 2008년~2009년 동안의 

NASDAQ과 BATS의 거래자료를 통해 고빈도거래와 변동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빈도거래와 변동성은 대체로 상관관계가 없거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거래시장, 수익률의 부호나 측정기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공매도금지 직후 고빈도거래가 감소하자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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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므로 고빈도거래가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haboud et al.(2009)는 EBS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알고리즘거래가 변동성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알고리즘거래의 거래점유율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Menkveld(2012)는 유럽주식시장(Chi-X 및 

Euronext)에서 고빈도거래자에 의한 거래의 80%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이 전통적인 시장조성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고빈도거래 또는 알고리즘거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6일 미국주식시장에서 발생한 Flash 

Crash의 원인을 분석한 CFTC/SEC 보고서에 의하면, Flash Crash는 

고빈도거래자가 아닌 기관투자자가 헤지 목적으로 S&P 500 E-mini 

선물시장에서 약 41억 달러 규모의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빈도거래자는 Flash Crash를 직접적으로 촉발하지는 않았으나, 시장가격이 

급락하자 거래를 줄이거나 매도에 가세함으로써 유동성 고갈 및 변동성의 

급증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Kirilenko et al.(2011)은  

Flash crash의 초기에는 고빈도거래자들이 매수포지션을 취하며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나 이들도 수 분 후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다른 매도자들과 

유동성 소비경쟁을 벌인 것이 가격폭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Zhang(2010)은 미국주식시장에서 고빈도거래량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이 

증가하고, 고빈도거래량이 큰 시기일수록 주가가 뉴스에 과잉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들어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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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한편 고빈도거래에 관한 이론연구들도 모형의 설정 및 각 모형의 가정에 

따라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Gerig and Michayluk(2010)은 Glosten and Milgrom(1985) 모형을 여러 

주식에 대해 확장하고, 이들 주식에서의 주문흐름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장조성자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자동화된 시장조성자에 

의해 가격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정보거래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Biais et al.(2011)은 고빈도거래자의 빠른 

정보처리 및 거래실행능력은 속도가 느린 투자자의 역선택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음(-)의 외부효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Cartea and Penalva(2011)는 고빈도거래자의 거래참여로 인해 유동성 

공급자의 이익이 감소하며 변동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Hoffman(2012)은 고빈도거래가 필요이상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속도가 느린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손해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의해 시장효율성이 더욱 향상된 시점이라면 고빈도거래가 사회경제적으로 

양(+)의 외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09년 1월 2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15개월 동안 KOSPI시장에서 거래된 683개 보통주의 주문 및 체결자료이다. 

이 자료는 표본기간동안 KOSPI시장에서 활동한 모든 계좌의 주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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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내역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개별 주문에 

대해 주문시각, 주문량, 주문가격, 매수/매도, 정상/취소/정정주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개별 체결에 대해 체결시각, 체결량, 

체결가격 및 주문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고빈도거래 연구에 필수적인 

주문시각 및 체결시각이 EXTURE 도입 전에는 0.01초 단위까지, EXTURE 도입 

후에는 0.00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주문 및 체결자료에 

계좌번호가 있어서 일련의 주문 및 체결이 동일 계좌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3 . 또 시가총액, 장부가대비 시장가(B/M), 거래회전율 등의 기업 

특성변수는 에프앤가이드의 DataguidePro에서 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문 및 체결자료가 갖는 장점은 계좌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고빈도거래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고빈도거래 

연구들은 계좌정보의 부재로 인해 고빈도거래계좌에 의한 거래를 정확히 

판별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문이나 체결자료로부터 

고빈도거래 여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Hasbrouck and 

Saar(2012)는 취소 주문 이후 동일 물량, 동일 방향의 정상주문이 1초 

이내에 나타나고, 이와 같은 주문패턴이 10회 이상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것을 동일계좌에 의한 고빈도거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련의 주문 및 거래가 동일 계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의 

알고리즘이 즉시 반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Hendershott, 

                                            
3 데이터베이스의 계좌번호는 실제 계좌번호가 아니라 암호화된 계좌번호이어서 연구자는 일

련의 주문 및 체결이 동일 계좌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알 수 있을 뿐, 개별 계좌에 관한 신

상정보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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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and Mankveld(2011)는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개별 계좌의 거래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0달러의 거래당 발생하는 전자메시지의 수를 

알고리즘거래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각 

계좌별 주문내역을 완전히 알 수 있으므로, 각 계좌가 제출한 주문간 

시간간격을 분석함으로써 각 계좌가 고빈도거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표 1>은 표본종목에 대한 기초통계량이다. 패널 A는 표본기간 동안 683개 

표본기업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일간 회전율, 종가, 일별 수익률의 

일평균을 구한 후, 그 횡단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가총액은 65억원~ 

101조원, 거래대금은 1,200만원~2,955억원, 일평균 회전율은 0.012%~12.827%, 

종가는 270원~ 114만원, 일평균 수익률은 -0.7%~1.4%에 분포하여 종목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패널 B는 표본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정상주문횟수, 취소주문횟수, 정정주문횟수, 거래체결건수, 거래대금의 

일평균을 구한 후, 그 횡단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정상주문횟수는 

35회~6만회, 거래체결건수는 10회~2만회, 거래량은 260주~2,800만 주에 

분포하여 주문 및 체결 역시 종목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고빈도거래가 활발하다면, 그 결과 주문횟수 및 체결건수가 현저히 클 

것이다. 또한, 고빈도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참가자의 주문 및 체결도 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KOSPI 시장의 모든 

종목에서 고빈도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빈도거래가 주로 나타나는 종목의 특성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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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빈도거래로 인한 주문 및 체결의 변화 
 

한국거래소는 2009년 3월 23일부터 차세대 매매시스템인 EXTURE를 

가동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체결결과 응답시간)을 

0.08초 이하로 낮추었다. 4  이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주문이나 

체결에 대해 다른 시장참여자가 반응하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TURE 도입 이후 거래소 시스템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1) 주문 및 체결에 반응하여 새로운 주문을 내는 속도가 

0.140초에서 0.003초로 단축되었고, 거래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3초에서 

0.004초로 짧아졌으며, (2) 1초 단위로 주문접수 건수가 급증하는 주기적 

주문집중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4.1 주문반응시간 및 거래체결 소요시간 단축 
 

먼저 2009년 3월 23일 차세대 매매시스템인 EXTURE의 도입 전후로 시장의 

실시간 주문 및 체결정보에 대한 주문반응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Hasbrouck and Saar(2012)의 방법론을 

따라 주문 제출의 위험률(hazard rate)을 계산하였다. 위험률이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 그 이후 발생하는 사건의 단위시간당 건수를 

의미한다. <그림 1>은 삼성전자에 대해 주문 제출 또는 거래 체결 사건이 

                                            
4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09.3.1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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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후 제출되는 주문의 위험률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1>의 패널 

A에서 EXTURE 도입 직전 1개월간을 살펴보면, 0.140초 부근에서 위험률의 

피크가 나타난다. 반면 패널 B의 EXTURE 도입 직후 1개월간의 경우, 동 

기간의 위험률을 0.001초부터 표시한 패널 C를 보면, 0.003초 부근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EXTURE 도입 이전에는 

어떤 주문 제출 및 거래 체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반응하여 

주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0.140초였으나, 도입 이후에는 그 시간이 

약 0.003초로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문 접수 또는 거래 체결 

직후 0.003초 만에 새로운 주문이 쇄도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일반적 투자자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직전 주문이나 체결에서 

추론되는 실시간 정보에 대한 컴퓨터 알고리즘의 반응으로 판단된다. 

Hasbrouck and Saar(2012)는 NASDAQ 시장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0.003초 부근에서 유사한 피크가 

나타난다. 

<그림 2>에서는 EXTURE 도입 전후 시장가성 주문의 체결까지의 소요 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장가성 주문은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또는 즉시 

체결가능한 가격의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이기 때문에 시장가성 주문 후 

체결까지의 소요 시간은 거래소의 매매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측정해준다.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체 

종목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하여, 매 거래를 체결시킨 주문의 

접수시각과 체결시각의 시간 간격의 중앙값(median), 1/4분위값(Q1), 

3/4분위값(Q3)을 일별로 나타내었다. EXTURE 도입 이전인 2009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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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체결소요시간(중앙값)은 2.5초~3.5초 내외인데 비해, 2009년 3월 

23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체결소요시간(중앙값)이 0.004초로 현저히 

단축되었다. 이는 매매시스템의 성능 향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초단위 

이하의 짧은 간격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고빈도거래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주문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실시간 

시장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는 고빈도거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Hasbrouck and Saar(2012), 

Sellberg(2010)] 첫째는 실시간 가격변동에 따라 적절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그 보상으로 

스프레드만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는 딜러가 수행하는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거래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리베이트가 고빈도거래자의 수익 

원천이 되기도 한다. 둘째, 통계적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고빈도거래자는 가격의 역사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본질가치와 현재가격간에 

순간적인 괴리가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차익거래전략을 구사한다. 

또 대규모 거래자의 분할매매로 추정되는 물량이 포착되는 경우, 그에 앞서 

미리 선행매매(front-running)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거래자가 분할매수를 시작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미리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후에 대규모 거래자에게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미국시장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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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시장조성회사의 고유계정 또는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Hasbrouck and Saar(2012)는 이러한 알고리즘 전략을 자기매매 

알고리즘(PA: Proprietary Algorithm)으로 통칭한 바 있다. 자기매매 

알고리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보다 더 빨리 주문을 낼 수 

있고, 더 빨리 체결되는 거래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1>과 <그림 

2>의 결과는 EXTURE 시스템 도입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도 자기매매 

알고리즘이 가능한 거래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자기매매 알고리즘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4.2 주문의 주기성 
 

알고리즘 매매에는 자기매매 알고리즘 전략 이외에 기관매매 알고리즘(AA: 

Agency Algorithm)이라 불리는 전략도 있다. 기관은 대규모 물량을 매매함에 

있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물량을 시간적으로 분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물량을 분할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관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분할주문을 

제출하게 되면 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다른 계좌의 알고리즘을 

끌어들일 수 있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기관매매 알고리즘 중의 하나가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전략인데, 이는 대규모 물량을 일중에 동일한 시간간격으로 

주문을 분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중 거래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 

체결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매매 알고리즘이 활성화된다면, 주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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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특정 시간간격으로 주문접수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Hasbrouck and Saar(2012)는 NASDAQ 시장에서 거래소 시각을 기준으로 1초 

간격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주문접수건수가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한 바 

있으며, 이를 기관매매 알고리즘이 성행하고 있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문제출에 있어 시간적 주기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Hasbrouck and Saar(2012)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매 주문마다 당일 오전 0시부터 거래소 주문접수시각까지의 

시간을 0.001초 단위인 ms로 환산한 후, 이를 10,000ms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였다. 이 때 그 나머지는 [0, 1, … , 9,999]ms 중 하나의 값을 갖게 

되며, 이 때 각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건수를 하루 전체의 총 주문건수로 

나누어줌으로써 그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들의 건수가 총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만약 주문이 시간적으로 주기를 갖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제출된다면 각 시각대의 주문건수 비중은 모두 동일할 

것이므로, 각 시각대의 주문비중은 균일하고 평평한 분포를 나타낼 것이다.  

<그림 3>은 2009년 2월과 2010년 4월에 대해 삼성전자(KR7005930003)의 

1개월간 주문자료를 분석하여 각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건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A와 패널 B를 비교하면 2009년 2월에는 특별한 

주기성이 없으나, 2010년 4월에는 1초 간격으로 10개의 피크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문의 제출이 시간적으로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1,000ms(1초) 주기로 집중적인 주문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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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5  만약 주문이 시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접수된다면 2009년 

2월에는 주문건수 비중이 0.001, 2010년 4월에는 주문건수 비중이 0.0001에 

근접한 균일한 분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2010년 4월의 경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패널 C와 D는 개별 주문의 

접수시각을 1,000ms로 나누고 [0,…,999]ms의 각 나머지값에 속하는 주문의 

횟수가 전체 주문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2월에는 

패널 A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2010년 4월에는 

66ms 부근에서 뚜렷한 피크가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10년 4월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도 기관매매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의 패널 D에서 피크에 해당하는 

시간구간인 [50ms~100ms] 구간 (즉 주문접수시각의 

끝자리가 .050초이상 .100초이하)에 주문을 접수한 일부 계좌의 주문내역을 

추적한 것이 <표 2>이다. 패널 A는 2010년 4월 1일에 삼성전자를 거래한 

6348006번 계좌의 주문내역을 보여준다. 이 계좌는 약 100초(또는 그 

정수배)의 고정된 간격으로 1주의 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모든 매도주문가격은 직전매수호가와 같아서 직전매수호가의 잔량을 

소비하며 전량 체결되었다. 패널 B는 2010년 4월 2일에 삼성전자를 거래한 

3513530번 계좌의 주문내역이다. 이 계좌는 약 90초(또는 그 정수배)의 

                                            
5 2009년 2월의 주문건수 비중은 2010년 4월 보다 10배 정도 큰데, 그 이유는 EXTURE 도입

일(2009.3.23) 이전의 주문자료는 10ms 단위로 제공되므로, 10ms 간격으로 누적된 주문건수 비

중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반면 EXTURE 도입일 이후 자료는 1ms 단위로 제공되므로 1ms 간

격으로 누적된 주문건수 비중이 표현됨에 따라 스케일에 있어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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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2주의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모든 매수주문가격이 

직전매도호가와 일치하여 역시 전량 체결되었다. 패널 C는 2010년 3월 

26일에 삼성전자를 거래한 6348630번 계좌의 주문내역이다. 이 계좌는 약 

190초(또는 그 정수배)의 고정된 간격으로 1주의 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주문가격이 직전매수호가보다 높아 즉시 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주문들은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출된 

다른 계좌의 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패널 D는 2010년 4월 16일에 삼성전자를 거래한 

6348177번 계좌의 주문내역이다. 이 계좌 역시 약 120초의 간격으로 11주 

또는 10주의 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주문가격이 

직전매수호가보다 높아 체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 주문들은 호가잔량으로 

누적됨으로써 잠재적인 유동성 공급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주기로 주문을 내는 계좌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주로 제출하는 

주문접수시각의 끝자리가 .050초~.100초에 집중되는 것이 <그림 3>의 패널 

C와 패널 D에서 1초 간격으로 피크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매매 알고리즘은 시장을 주기적으로 교란하는가? 만약 유동성 

소비 알고리즘이 유동성 공급 알고리즘을 지배한다면 시장의 스프레드 및 

호가잔량이 1초 주기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라면 교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에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해 주기적 주문제출이 주식거래량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패널 A는 개별 거래에 대해 거래체결시각을 1,000ms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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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9]ms의 각 나머지값에 속하는 거래체결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50~100ms 구간에서 거래체결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그림 3>의 패널 D에서 주문접수건수가 동 

시간구간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패널 B는 

거래소의 시각을 1,000ms 단위로 나누고 [0,1,…,999](ms)의 각 나머지값에 

속하는 평균스프레드 및 평균호가잔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평균스프레드는 기본호가단위(tick)로, 평균호가잔량은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잔량의 총합을 당일 거래량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표시하였다. 패널 B에서 평균스프레드는 모든 시각에 걸쳐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평균호가잔량은 50~100ms 구간에서 증가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 구간에서 시장교란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유동성 공급 알고리즘이 유동성 소비 알고리즘을 지배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Hasbrouck and Saar(2012)는 주기성을 띤 기관매매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거래상대방을 유인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였으나, 계좌정보의 

부재로 인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계좌별 

호가자료를 통해, 실제로 유동성 공급자와 소비자가 특정한 주기로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증거를 일부 발견하였다. 그러나 스프레드에 변동이 

없고 호가잔량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체결을 원하는 알고리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주기적 

주문제출을 통해 유동성을 소비하면서 거래를 체결시키고자 하는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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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매 거래체결시 유동성(스프레드와 호가잔량)이 크게 변동한다면 

주기적 주문제출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기적 주문제출 알고리즘이 충분히 

존재함으로 인해 시장교란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림 3>의 패널 B 

및 패널 D의 주기적 패턴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Strategic Run이 시장의 질(quality)에 미치는 영향 
 

5.1 Strategic Run 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5.1.1 Strategic Run의 정의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빈도거래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Hasbrouck and 

Saar(2012)가 제시한 “Strategic Run(전략적 고빈도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Strategic Run이란 (1) 지정가매수(매도)주문으로 

시작되고, (2) 이 주문량 중 미체결 물량에 대한 취소주문이 1초 이내에 

나타나며, (3) 취소주문 이후 취소된 물량과 동일물량인 매수(매도)주문이 

1초 이내에 다시 제출된 후 (2) 와 (3)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6 간단한 

                                            
6  본 연구는 '연속된 주문간 간격이 1초 이하'인 것을 Strategic Run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Hasbrouck and Saar(2012)에서 '연속된 주문간의 간격이 0.1초 이하'인 것을 Strategic Run으로 정

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느슨한 조건이다. Hasbrouck and Saar(2012) 연구의 초기버전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속된 주문간 간격이 1초 이하'인 것을 Strategic Run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주문간 간격이 1초 이하인 것을 Strategic Run의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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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 – 취소100주)와 같은 네 개의 

주문이 1초 내의 간격으로 연달아 접수되는 경우, 단일계좌에 의한 주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것을 길이(=주문제출횟수)가 4인 하나의 Strategic 

Run으로 간주한다. 또 정상주문이 부분체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매수100주(이 중 30주가 체결) - 취소70주(미체결 물량) – 매수70주 – 

취소70주) 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Hasbrouck and Saar(2012)는 

취소주문 이후 적어도 한 번의 정상주문이 접수되는 것을 Strategic Run으로 

정의하였으므로, Strategic Run의 최소길이는 3이다. (예: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 하나의 Strategic Run이 끝나는 순간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 마지막 매수(매도)주문이 전량 

체결되는 경우  (예: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전량체결)) 둘째, 

마지막 매수(매도)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행되지 않은 채로 1초 이내에 

취소주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 (예: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미체결) – (후속취소주문 없음)) 셋째, 마지막 취소주문이 나온 

후 1초 이내에 동일방향, 동일물량의 정상주문이 나오지 않을 때이다. (예: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 – 취소100주 – (후속정상주문 없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Hasbrouck and Saar(2012)가 정의한 Strategic 

Run은 계좌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계좌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을 적용하

여도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 둘째, 1초도 충분히 짧은 시간이므로, 그 이하의 간격으로 주문을 

내는 계좌는 알고리즘 계좌로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셋째, 미국 주식시장에서와 달리 국

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고빈도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Hasbrouck and Saar(2012)와 

동일하게 강한 기준(0.1초)을 적용하는 경우, Strategic Run의 갯수가 현저히 적어져 분석에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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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소주문 이후 1초 이내에 동일방향, 

동일물량의 정상주문을 내는 계좌가 취소주문을 낸 계좌와 다른 계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sbrouck and Saar(2012)에서와 같이 계좌정보가 

없이 동일방향, 동일물량의 조건만을 가지고 Strategic Run을 검출한다면 

의도치 않게 다른 계좌의 주문과 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문자료는 계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Hasbrouck 

and Saar(2012)의 정의를 따르되, 계좌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동일 계좌에 

의한 Strategic Run들만을 정확히 추출하였다. 또 Hasbrouck and 

Saar(2012)에서는 계좌정보의 부재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길이(주문제출횟수)가 최소 10이상인 것만을 Strategic Run으로 

재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임의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계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없이도 

동일계좌에 의한 주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Strategic Run의 최소길이는 3이다. (예: 매수100주 – 

취소100주 – 매수100주) 

<표 3>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Strategic Run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패널 A는 2010년 4월 29일에 현대산업개발(KR7012630000)을 거래한 

3498238번 계좌의 오전 9:58:59:292부터 9:59:05:435까지 약 6초간의 

호가기록이다. 주문번호는 하루 중 해당종목에 접수된 모든 주문에 대해 

시간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며, 원주문번호는 제출된 취소주문에 대한 

원래의 주문번호를 나타낸다. 매수/매도에서 'B'는 매수, 'S'는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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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주문종류에서 ‘N’은 정상주문, ‘C’는 취소주문이다. 

주문시각은 millisecond (=0.001s)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가 

낸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를 초단위로 나타내었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주문물량 중 체결된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때 유동성을 

소비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거래를 주도(initiate)하면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주문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한다. 패널 A에서 이 

계좌(계좌번호 3498238)는 1초 이내의 간격으로 매수주문과 취소주문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문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계좌는 최초에 620주의 매수주문을 내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0.689초 

후에 이를 전량 취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0.597초 후에 62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이 중 20주가 거래를 주도함으로써 유동성을 소비하며 체결되었다. 

그리고 체결되지 않은 600주는 다시 0.931초 후에 취소하였다. 이후 600주의 

매수주문과 취소주문을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 주문에서 600주의 매수주문을 

내었는데, 매수주문가격(27,550원)이 직전매도호가(27,650원)보다 낮아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150주가 체결됨으로써 150주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체결되고 

남은 450주에 대한 취소주문이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Strategic Run이 종료되었다. 이 Strategic Run은 총 13회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길이가 13이며, 총 지속시간은 6.143 초이다. 패널 

B에서는 패널 A에서와 같은 계좌(계좌번호 3498238)가 다른 종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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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KR7047040001)에서 매수주문과 취소주문을 반복하며 Strategic 

Run을 일으키는 사례를 보여준다. 또 패널 C에서는 또다른 계좌(계좌번호 

8429962)가 KT(KR7030200000)에서 매도주문과 취소주문을 반복하며 

Strategic Run을 일으키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Strategic Run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Hasbrouck and 

Saar(2012)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주문은 사람의 대응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참여자의 고빈도거래 알고리즘의 작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Strategic Run을 하는 알고리즘은 

1초 이내의 매우 짧은 간격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직접 대응하는 주문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 정보에 대한 

사람의 물리적인 최고 반응속도는 약 0.2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Kosinki(2010)], 사람이 이와 같은 속도로 알고리즘이 내는 주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Strategic Run은 자신의 거래물량을 받아줄 또다른 고빈도거래 

알고리즘을 유인하고, 자신이 거래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7 Strategic Run이 다른 알고리즘 계좌와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7  고빈도주문의 목적이 은닉주문(hidden order)을 탐색하고 유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 

Hasbrouck and Saar(2009)는 고빈도주문(‘fleeting order’로 표현함)이 거래의사가 있음을 전파하는 

신호 역할을 함으로써 은닉주문을 내고자 하는 대규모 거래자를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은닉주문이 아직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10단계 호가가 모두 공개되고 있으므로 

고빈도주문이 은닉주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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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유가증권시장에서 Strategic Run에 의한 총 발생횟수 및 

주문횟수/거래대금 점유율의 월별 추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trategic 

Run의 총 횟수는 2009년 1월에 총 130건에 불과하였으나, EXTURE 도입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10년 5월에는 총 3만6천여건에 이른다. 

2010년 5월 현재 Strategic Run에 의한 주문횟수(거래대금)이 주식시장 

전체의 총 주문횟수(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0.06%) 혹은 

이하로 아직 절대적인 수치는 매우 작은 편이나 그 증가세가 확연하다. 

이후부터는 Strategic Run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표본기간의 마지막 

3개월간(2010.3.2~2010.5.31, 63거래일)을 하위표본기간으로 정의하고, 이 

기간 동안의 Strategic Run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1.2 Strategic Run의 결정요인(determinants) 
 

하위표본기간 동안 Strategic Run이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4>에서 다음과 같은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종목마다 일별로 Strategic Run의 매수량과 

매도량의 평균이 당일의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하위표본기간동안 일평균한 값이다. Log_Size는 표본기간 직전인 2010년 

2월말의 시가총액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Log_B/M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발표된 B/M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Log_Prc는 2010년 2월 

말의 종가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Turnover는 표본기간 직전 

1년간(2009.3~2010.2)의 일별회전율의 평균이다. Volat은 직전 1년간의 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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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격 변동성의 평균이다. 이 때 1분간격 변동성은 1분간 최고가와 1분간 

최저가의 차이를 1분간 최고가와 1분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Spread는 하위표본기간 직전 1년간의 장중 1분간격으로 계산한 비율스프레드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의 평균이며 Beta는 하위표본기간 직전 

1년간의 일별수익률로 계산한 베타이다. 모형 1~7 까지는 단일 설명변수에 

관한 횡단면 회귀분석결과이며, 모형 8은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횡단면 

회귀분석결과이다. 추정된 회귀계수값이 매우 작으므로, 모든 회귀계수에 

103을 곱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모형 1~7에서는 Log_Size와 Log_Prc가 큰 주식일수록, 그리고 Log_B/M, 

Turnover, Spread가 작은 주식일수록 Strategic Run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Volat과 Beta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1과 모형3의 경우 각각 24.7%와 26.7%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나타냄으로써 대형주이거나 주식가격이 높은 종목에서 Strategic Run이 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모형 8에서도 여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Log_Size와 

Log_Prc 변수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Strategic Run이 주로 

시가총액이 크거나, 주식가격이 높은 종목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Strategic Run을 하는 투자주체가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규모의 금액을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Chung et al.(2009)의 

데이트레이딩의 결정요인과 차이가 있다.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가격이 낮은 

주식일수록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Strategic Run은 가격이 높은 종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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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일어난다. 이는 데이트레이더들이 투자금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이므로 주로 가격이 낮은 주식을 거래함에 비해 Strategic 

Run을 내는 투자자(주로 기관 및 외국인으로 추정)들은 오히려 가격이 높은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5.1.3 Strategic Run횟수의 분포 
 

<표 5>는 하위표본기간동안 Strategic Run의 종목별 발생횟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의 총 658개 보통주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의 횟수를 종목별로 계산한 후, 횟수가 가장 많은 

종목부터 가장 적은 종목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Strategic 

Run의 횟수와 그 비중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11번째 그룹은 Strategic Run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종목들의 그룹이다. <표 5>를 살펴보면 상위 3개의 

그룹에 속하는 180개 종목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의 총 횟수가 

76,651개로, 전체 658개 종목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의 총 횟수의 91.15% 

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Strategic Run은 음영부분으로 표시된 상위 180개 종목에서 집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하위표본기간 동안 이 상위 180개 종목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5.1.4 Strategic Run횟수 상위 180개 종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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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Strategic Run횟수기준 상위 180개 

종목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종목의 주요 특성변수의 횡단면 분포 

및 주문/거래에 관한 통계량을 <표 6>에 나타내었다. 패널 A에서는 먼저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658개 전체 종목을 

시가총액, B/M, 종가, 회전율, 스프레드, 변동성, 베타의 크기 순으로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Strategic Run횟수기준 상위 180개 종목 중 각 

그룹에 속하는 종목의 수가 몇 개인지 표시하였다. 시가총액은 2010년 

2월말의 시가총액이며, B/M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발표된 B/M이다. 종가는 

2010년 2월 말의 종가이며, 회전율은 하위표본기간 직전 

1년간(2009.3~2010.2)의 일별회전율의 평균이다. 변동성은 직전 1년간의 

장중 1분간격 변동성의 평균이다. 이 때 1분간격 변동성은 1분간 최고가와 

1분간 최저가의 차이를 1분간 최고가와 1분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스프레드는 표본기간 직전 1년간의 장중 1분간격 

비율스프레드의 평균이며 베타는 직전 1년간의 일별수익률을 통해 

계산하였다. 180개 종목 중 119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룹에 

속해있으며, 90개 종목이 종가가 가장 큰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표 

4>에서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서 시가총액 및 종가가 클수록 Strategic 

Run이 많이 발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180개 중 99개 종목이 

스프레드가 가장 작은 그룹에 속해있으며, 이는 시가총액이나 종가가 큰 

종목일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이에 따라 스프레드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패널 B는 전체 658개 주식을 180개 표본종목과 그 이외의 478개 

종목들로 구분하여 하위표본기간의 직전 1년(2009.3.2~2010.2.28)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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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주문 및 거래체결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주문횟수 및 거래체결과 관련된 변수들에 있어 180개 

표본종목의 평균이 나머지 478개 종목의 평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80개 표본종목의 경우 하루 평균 정상주문횟수의 평균이 8,533회인데 

비해, 나머지 478개 종목의 경우 1,523회에 불과하다. 또 180개 표본종목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20억원이나, 나머지 종목의 경우 14억원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 A에서 180개 표본종목 중 

165개(=46+119)가 시가총액 상위의 두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180개 표본종목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그룹이고, 이들 그룹은 

주문/거래횟수 및 거래대금의 측면에서 나머지 종목들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1.5 Strategic Run에 의한 주문 및 체결에 관한 통계 
 

<표 7>은 하위표본기간동안 Strategic Run발생횟수 상위 180개 종목에서 

Strategic Run에 의해 발생한 주문 및 거래체결과 관련된 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하나의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의 총 건수를 Strategic Run의 

길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Strategic Run이 [매수-취소-매수-취소-

매수] 주문을 연달아 내는 경우, 이 Strategic Run의 길이는 5이다. 패널 

A에서는 길이의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건수를 계산하였다. 

유동성을 공급한 거래건수는 Strategic Run에 의해 제출된 주문들 중에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다른 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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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건수이다. 반면 유동성을 소비한 거래건수는 Strategic Run에 의해 

즉시 체결된(=거래를 주도(initiate)한) 거래의 건수이다. Strategic Run이 

종료될 때, 미체결잔량이 남거나 취소주문으로 종결된 경우의 수와, 

Strategic Run이 낸 주문이 전량 체결되면서 종결된 Strategic Run의 수를 

각각 나타내었다. 

 패널 A에 의하면 전체 76,651개의 Strategic Run중 약 91%에 해당하는 

69,631(= 53,991 + 15,640)개의 Strategic Run의 길이는 5이하이다.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다른 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 체결건수는 총 17,328건이며, 거래를 주도(initiate)함으로써 

유동성을 소비한 체결건수는 총 15,485건이다.8 이 결과로 볼 때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결건수가 소비하는 체결건수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또 호가장에 Strategic Run이 제출한 주문의 잔량이 남아있거나 

주문이 취소되면서 종료되는 경우는 68,425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반대로 Strategic Run이 낸 주문이 전량 체결되며 종료되는 경우는 

8,226건으로 전체의 11%이다.  

패널 B에서는 길이의 그룹별로 Strategic Run의 지속시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지속시간이란 Strategic Run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뜻한다. 패널 A에 의하면 전체 76,651개의 

Strategic Run중에 30% 에 해당하는 23,108개(= 182 + 6,361 + 16,565)의 

지속시간이 1초 이내이고, 97% 에 해당하는 74,613개(= 182 + 6,361 + 

                                            
8 하나의 체결가능매수(매도)주문이 기존에 제출된 여러 개의 매도(매수)주문에 분할되어 체결

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체결 건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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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5 + 51,505)개의 지속시간은 5초 이내이다.  

패널 C는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간의 평균 시간간격을 계산한 후, 

그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 76,651개의 Strategic Run 중 약 73%에 

해당하는 56,334개(= 22,892 + 33,442)는 그 주문간 평균 시간간격이 200ms 

~ 700ms 사이이다. Strategic Run은 1초 이하의 간격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주문패턴으로 정의되므로, 주문간 시간간격이 1초(=1000ms)를 넘을 

수 없다. 

패널 D는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의 호가 가격대별 주문물량 비율 

및 체결률을 종목별로 계산한 후, 횡단면 평균을 나타내었다. 

‘Marketable’이란 즉시 체결가능한 주문이며, -1 tick 은 체결가능하지는 

않으나, 직전의 최우선호가보다 더 공격적인 호가이다. 0 tick 은 직전 

최우선호가와 같은 호가이며, ≥+1 tick 은 직전의 최우선호가보다 더 

열등한 호가이다. 체결률은 해당 호가에 제출된 물량 중 실제로 체결된 

물량의 비율이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모두 주문제출은 즉시 체결가능하지 

않은 0 tick 이나 ≥+1 tick 의 가격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이 가격대에 

제출한 주문들의 체결률은 5% 이하로 매우 낮다. 반면 Marketable 주문의 

체결률은 약 50% 이상으로 0 tick 이나 ≥+1 tick 의 체결률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Marketable 주문이 즉시 체결가능한 주문임을 상기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Marketable 주문의 체결률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최우선매도(매수)호가의 잔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체결가능 

매수(매도)주문을 Strategic Run이 제출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Strategic 

Run의 정의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이 100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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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Strategic Run이 최우선매도호가와 같은 가격으로 400주의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100주가 즉시 체결되고 300주는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되므로 이 때의 체결률은 25% (=100/400) 가 된다. 이러한 경우 

남은 300주는 1초 이내에 취소되고, 그 이후 300주의 주문과 제출이 다시 

1초 이내의 시간간격으로 반복될 것이다. 

 

5.1.6 Strategic Run의 계좌별 통계 
 

<표 8>은 하위표본기간동안 Strategic Run이 많이 발생한 상위 180개 종목에 

대해 Strategic Run과 관련된 계좌별 통계를 보여준다.  

패널 A는 거래횟수그룹별로 Strategic Run을 일으킨 계좌의 수 및 비율과 

계좌당 Strategic Run의 평균횟수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10만회 

이상 거래한 계좌 34개 중 23개(67.65%)가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이다. 

이 계좌들이 실행한 Strategic Run의 총 횟수는 55,935건이며, 계좌당 

Strategic Run횟수는 2,432건에 달한다. 5만회~10만회 거래한 계좌들 

중에서는 45.28%가 Strategic Run계좌이며, 이들 그룹에서 계좌당 평균 

Strategic Run의 수는 505건이다. 결국 Strategic Run은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계좌들 중 상당한 비율의 계좌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특히 

거래횟수가 많은 계좌일수록 더 많은 횟수의 Strategic Run을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널 B는 1회 이상 Strategic Run을 일으킨 계좌에 대해 총 

매수(매도)금액의 그룹별로 계좌수, 거래건당 평균거래금액 및 계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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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거래종목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Strategic Run을 한번도 하지 않은 

나머지 계좌들의 통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1천억원 이상 

매수한 계좌는 총 152개 (= 49 + 103) 이며, 이 중 약 1/3 인 49개가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억원 이상 매도한 

168개 (=47 + 119) 계좌의 경우에도 1/3 에 가까운 47개 계좌가 Strategic 

Run을 하고 있다. 또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들은 그렇지 않은 계좌들에 

비해 거래 1건당 평균거래금액이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Strategic Run을 

한 계좌들 중 1천억원 이상 매수(매도)한 계좌들의 거래 1건당 

평균거래금액은 701만원(721만원) 정도이나, 같은 금액을 매수한 나머지 

계좌들의 거래 1건당 평균거래금액은 1,685만원(1,321만원)으로 약 두 배 

정도 크다. 이것은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들이 그렇지 않은 계좌들에 

비해 주식을 더 소량으로 분할하여 빈번하게 거래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또 1천억원 이상 매수(매도)한 Strategic 

Run계좌들의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종목수는 134개(131개)이지만, 그에 

대응되는 나머지 계좌들의 평균 거래종목수는 88개(96개)로,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들이 더 많은 종목에 걸쳐 거래하고 있다. 반면 그 이하 

금액대의 경우, Strategic Run을 하는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간에 평균 

거래종목수의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일평균 거래종목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5.2 Strategic Run 계좌와 다른 알고리즘 계좌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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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brouck and Saar(2012)는 Strategic Run의 목적이 다른 알고리즘을 

유인하여 거래를 체결하고자 함에 있다고 추측하였으나, 계좌자료의 부재로 

인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계좌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추측이 성립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 9>는 실제로 Strategic 

Run이 다른 알고리즘 계좌와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2010년 3월 10일 

롯데쇼핑(KR7023530009)에서 Strategic Run을 일으키는 8429962번 계좌 및 

그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2496976번 계좌의 주문기록을 나타내었다.  

<표 9>에서 8429962번 계좌는 매수방향의 Strategic Run을 일으키고 

있으며(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Strategic Run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7초이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2496976번 계좌는 

11:13:36:337부터 11:13:36:969까지 0.632초 동안 네 번의 주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알고리즘 계좌임을 

짐작할 수 있다. 9  두 계좌간의 상호작용을 주문번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052 ~ 4065: 2496979번 계좌는 328,000원에 매도하고자 하나, 

직전매수호가가 327,500원이므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  

(2) 4078: 8429962번 계좌는 327,000 에 매수주문을 내었으나 

직전매도호가가 328,000원이므로 역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  

                                            
9 이 계좌는 <표 9>의 시간대에서는 Strategic Run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시간대에서 

Strategic Run을 일으킨 적이 있는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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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82: 8191668번 계좌가 328,000원에 2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이 중 

14주는 327,500원에, 6주는 328,000원에 체결된다.  

(4) 4083: 직전 체결가가 327,500원 이상에서 형성되자, 8429962번 계좌는 

327,000원에 제출했던 4078번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327,500원에 새로운 

매수주문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 주문도 직전매도호가보다 낮아 즉시 

체결되지 않는다.  

(5) 4089 ~ 4091: 327,500원의 매수주문(4084)에 대응하여 2496976번 계좌는 

328,000원에 냈던 매도주문을 취소하고 327,500원에 새로운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8429962번 계좌가 제출한 매수주문을 7주 체결시킨다.  

(6) 4092: 8429962번 계좌는 5주에 대한 매수주문을 취소한다. 

(7) 4093: 2496976번 계좌는 327,500원의 매도주문을 다시 제출한다.  

(8) 4094: 8429962번 계좌는 328,000원에 매수주문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5주를 체결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두 계좌는 총 12주를 거래하게 되며, 9주는 

327,500원에서, 3주는 328,000원에서 체결되므로 거래량 가중평균체결가격은 

327,625원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고빈도거래 계좌들간 가격협상의 

과정으로 추측된다. 8429962번 계좌의 최초 매수희망가격은 327,000원이며, 

2496976번 계좌의 최초 매도희망가격은 328,000원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서로 약간씩 양보한 가격(327,625원)으로 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Strategic Run이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 직전체결가 및 호가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다른 알고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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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할(=가격을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3 일중분석(Intraday Analysis) 
 

5.3.1 Strategic Run의 발생조건 
 

이 절에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이 주로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접속매매 거래시간(9:00 ~ 14:50)을 10초 

간격으로 분할한 후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각 10초 구간에서 

Strategic Run의 건수가 0 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갖는 

범주화된 변수이며, 모형 (I), (II), (III)의 설명변수는 직전 10초, 30초, 

50초 구간의 스프레드(Lagged Spread), 시장심도(Lagged Depth), 

변동성(Lagged Volatility)이다. 각 구간에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는 

Hasbrouck and Saar(2012)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0  스프레드(Spread)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며, 해당 스프레드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시장심도(depth)는 최우선, 

                                            
10 예를 들어 10:30:00부터 10:30:10까지 10초간의 Strategic Run의 총 건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어떤 계좌의 Strategic Run이 10:29:50에 시작하고 10:30:20 에 종료된다면, 이는 해당 구

간을 완전히 쓸고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구간의 Strategic Run의 건수는 1건으로 계

산한다. 이와 별도로 또다른 계좌가 10:30:00부터 10:30:05까지 5초간 Strategic Run을 지속한 경

우, 해당 구간의 절반을 쓸고 지나갔으므로 Strategic Run의 건수는 0.5건으로 계산한다. 만약 

해당 시간구간에 다른 계좌에 의한 Strategic Run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Strategic Run의 

총 건수는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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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선, 차차우선 매수호가수량과 매도호가수량의 합을 당일 거래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며, 해당 시장심도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변동성(Volatility)은 구간내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여기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평균(midpoint)의 

최고가와 최저가로 정의한다. 

<표 10>은 전체 종목-시간구간에 대해 종목별 고정효과(firm-fixed 

effect)를 고려하여 실행한 로짓회귀분석의 결과이다. Lagged Spread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며, Lagged depth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직전 구간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Strategic Run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Lagged 

volatility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이는 직전 구간의 

변동성이 클수록 Strategic Run의 발생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Strategic Run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서 순간적인 이익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된다. 이는 Falkenstein(1996)이 뮤추얼펀드가 

이익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변동성이 큰 주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Hendershott and Riordan(2011)은 

독일주식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가 유동성이 낮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이 높을 때 유동성을 소비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 

변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주식시장에서의 

Strategic Run은 독일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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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데 기여하는가? 반대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더욱 교란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3.2 사건연구: Strategic Run이 집중된 구간 전후 시장의 질(quality)의 
변화 
 

이 절에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구간들을 대상으로 그 전후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의 측면에서 

시장의 질(market quality)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사건연구를 하고자 

한다. <표 11>에서는 Choe et al.(1999)의 방법론을 따라 접속매매 

거래시간(9:00 ~ 14:50)을 10초 간격으로 나누고, 각 종목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Strategic Run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0개의 10초 구간을 

추출하여 이것을 사건구간으로 간주하였다. 11  이 때 각 10초 간격에서 

Strategic Run의 건수는 <표 1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사건구간을 

기준으로 [-300초,-60초]까지는 벤치마크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사건이 시간적으로 가까워 사건연구의 결과해석이 모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사건구간이 10분 이내의 시간간격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패널 A에서 사건 전후로 살펴보고자 한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 

변동성(Volatility)의 정의는 <표 10>에서와 동일하다. 

                                            
11 10초 간격 뿐만 아니라 30초, 1분 등 다양한 시간간격에 대해 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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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스프레드(Abn_Spread)는 현재 구간의 스프레드에서 [-300,-60]초 

구간의 스프레드의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비정상시장심도(Abn_Depth)는 

현재 구간의 시장심도에서 [-300,-60]초 구간의 시장심도의 평균을 차감한 

값이며, 비정상변동성(Abn_Volatility)은 현재 구간의 변동성에서 [-300,-

60]초 구간의 변동성의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Strategic Run의 주문비율(% 

of orders)은 Strategic Run에 의해 접수된 주문의 건수가 해당 10초 

구간에서 접수된 총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Strategic Run의 

유동성 소비(Demand)와 공급(Supply)은 Strategic Run이 소비 또는 공급한 

물량이 해당 구간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유동성 

순공급(Net_Supply)은 유동성 공급에서 유동성 소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유동성 소비(Demand)란 Strategic Run이 거래를 

체결(initiate)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유동성 공급(Supply)은 Strategic 

Run이 낸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경우를 

가리킨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A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프레드(Spread)는 사건구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여 이 구간에서 비정상스프레드(Abn_Spread)의 평균이 0.010 % 이고 t 

값이 9.31 이다. 시장심도(Depth)는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사건구간에서 

비정상시장심도(Abn_Depth)의 평균은 -0.11%이고 이 때의 t 값 역시 -

6.5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당일 거래량이 

100만주였다면, 벤치마크 구간[-300초,-60초]의 시장심도와 사건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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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심도간의 차이는 100만주 * -0.11(%) = -1,100주이다. 또 사건구간에서 

변동성은 유의하게 증가하며, 비정상변동성(Abn_Volatility)의 평균은 

0.079이고 t 값은 39.6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 결과로부터 Strategic Run이 가장 많이 집중된 구간에서 시장의 

질(quality)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가설로 추측 가능하다. 첫 번째는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소비하는 주체이며, 이들의 유동성 소비에 의해 사건구간에서의 시장의 질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Strategic Run이 아닌 일반 거래들이 

유동성을 소비함으로써 시장의 질이 저하될 때, Strategic Run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에 의한 

유동성의 소비와 공급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의 소비가 공급보다 13.1% 

포인트 많고, 유동성 순공급의 t 값은 -33.41 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이 주로 유동성을 소비하는 거래를 

일으켰으며, (바꾸어 말하면 Strategic Run이 아닌 거래들은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이로 인해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시장심도가 소진되며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있는 사실은 사건구간 이후에는 Strategic Run은 유동성을 순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다는 것이다. 사건구간 이후부터 약 300초(5분)가 지날 

때까지 모든 구간에서 Strategic Run은 일관되게 유동성을 순공급하고 

있으며, 유동성 순공급의 t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는 

사건구간 이후에는 Strategic Run들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건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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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의 거래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건구간 이후부터 스프레드는 감소하고 시장심도는 증가하며, 

변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스프레드와 시장심도 및 

변동성은 사건구간 후 약 300초(5분)이 지나면 대체로 사건구간 이전 -50초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패널 B는 Strategic Run의 매수(매도)거래에 대해 각 호가 가격대별로 

체결된 물량이 Strategic Run이 체결시킨 전체 매수(매도)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 단위로 나타낸 결과이다. Marketable 은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이며, 

0 tick 은 직전의 최우선호가와 같은 호가, ≥+1 tick 은 직전 

최우선호가보다 열등한 호가를 나타낸다. Demand는 Strategic Run이 거래를 

체결(initiate)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Supply는 Strategic Run이 낸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체결가능한 

주문의 주문물량이 직전 최우선호가의 물량을 모두 체결시키고 일부가 남는 

경우, 남은 물량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체결가능한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 0 tick 

및 그보다 열등한 호가의 경우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Marketable 호가와 직전의 최우선호가(0 tick) 사이에도 

호가가 존재하나, 이 호가에서 체결된 거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에서 제외하였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B를 살펴보면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이 매수한 물량의 88.8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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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을 소비하며 체결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매도한 물량의 경우도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이는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순소비하는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패널 A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사건구간 

이후 모든 구간에서 Strategic Run에 의한 매수거래 및 매도거래의 80% 

이상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가인 0 tick 또는 ≥+1 tick 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호가제출패턴은 사건구간 이후에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순공급하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패널 A의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5.3.3 Strategic Run이 시장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중에서 Strategic Run이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의 측면에서 시장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의 패널 A에서는 Strategic Run이 발생한 10초 구간을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그룹과 가장 

적게 발생한 구간그룹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유동성 

공급(Supply), 소비(Demand), 순공급(Net Supply),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 및 변동성(Volatility)의 정의는 <표 11>에서와 동일하다. 

그리고 Strategic Run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구간(ZERO) 및 Strategic Run의 

마지막 미체결 정상주문이 Strategic Run종료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된 구간(POST_SR)에 대한 항목별 수치를 별도로 보고하였다. 

Strategic Run이 발생한 구간(1그룹~5그룹)에서 Strategic Run은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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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Strategic Run이 발생하지 않은 구간(ZERO)에 

비해 시장심도(Depth)가 크고 변동성(Volatility)이 작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trategic Run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5그룹)은 Strategic Run이 

가장 적게 발생한 구간(1그룹)에 비해 유동성의 순공급이 유의하게 작다. 또 

Strategic Run이 많이 발생한 구간일수록 스프레드(Spread)와 

변동성(Volatility)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순소비하는 경향이 이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패널 B는 Strategic Run이 발생한 10초 구간들을 대상으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와 동 구간의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 및 

변동성(Volatility)을 종속변수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Pooled OLS 회귀분석 결과이다. 설명변수 중 SR(t)는 동 구간의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를 해당 종목 내에서 표준화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각 종목마다 Strategic Run이 일어난 구간들만을 추출하여, 각 구간의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에서 전체 구간의 평균 발생횟수를 차감하고, 이를 

다시 전체 구간의 발생횟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또한,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TrdVol(t-1)은 직전 10초간의 거래량을 그날의 총거래량으로 

나눈 값이며 |OIB(t-1)|은 직전 10초간의 주문불균형(거래량 기준)을 그날의 

총거래량으로 나눈 후 절대값을 취한 값이다. Spread(t-1), Depth(t-1), 

Volatility(t-1)은 각각 직전 10초간의 스프레드, 시장심도, 변동성이다. 

Strategic Run이 발생한 모든 종목-시간구간에 대해 종목별 고정효과(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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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effect)를 고려한 Pooled OLS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SR(t)의 경우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으므로 회귀계수에 104 를 곱한 

값을 보고하였다. 각 모형에서 직전 10초간의 거래량(Trdvol(t-1)), 

주문불균형의 절대값(|OIB(t-1)|), 스프레드(Spread(t-1)), 

시장심도(Depth(t-1)), 변동성(Volatility(t-1))을 통제한 결과, Strategic 

Run의 횟수(SR(t))가 많을수록 동 구간에서 스프레드(Spread(t))가 유의하게 

증가하며, 시장심도(Depth(t))가 감소하고, 변동성(Volatility(t))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순소비함으로써 시장의 질(market quality)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3.4 사건연구: Strategic Run에 의해 대규모 주문불균형이 발생한 구간 
전후 수익률의 변화 
 

이 절에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에 의해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 

또는 음(-)의 주문불균형이 발생한 구간 전후로 수익률과 주문불균형의 

변화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는 <표 11>의 사건연구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먼저 접속매매 거래시간(9:00 ~ 14:50)을 10초 간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Strategic Run에 의한 

주문불균형이 가장 큰 양(+)/음(-)의 값을 갖는 상위 50개의 10초 구간을 

추출하여 이것을 사건구간으로 간주하였다. 시장조정수익률(Adj_Ret)은 

단순수익률로부터 동시간 동안의 KOSPI200 지수수익률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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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정수익률이다. 이 때 단순수익률은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값(bid-ask midpoint)에 의해 10초 간격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다. OIBSR은 Strategic Run이 체결시킨(initiate) 매수물량에서 

Strategic Run이 체결시킨 매도물량을 차감한 후, 그 구간에서의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또 OIBnonSR은 Strategic Run이 아닌 

주문이 체결시킨 매수물량에서 Strategic Run이 아닌 주문이 체결시킨 

매도물량을 차감한 후, 그 구간에서의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A의 결과를 살펴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사건구간에서 

시장조정수익률(Adj_Ret)의 평균은 1.241%이고 t 값이 5.70으로 매우 

유의하다. 또 사건구간에서 OIBSR의 평균은 35.60%이며 t 값이 72.39 이므로 

가격에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OIBnonSR의 평균은 -7.46%로 

가격하락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건구간에서의 유의한 

가격상승은 OIBSR의 가격상승압력이 OIBnonSR의 가격하락압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건구간 이후를 살펴보면, 50초까지 가격은 대체로 

오르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OIBSR의 부호는 사건구간 이후 음(-)으로 

반전되어 (비록 t 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가격하락압력을 주고 있다. 반면 OIBnonSR의 경우, 사건구간 이후 부호가 

양으로 반전되며 유의한 가격상승압력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건구간 이후 약 50초가 지날 때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OIBnonSR의 

가격상승압력이 OIBSR의 가격하락압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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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의 결과를 살펴보면, 음영으로 표시된 사건구간에서 

시장조정수익률(Adj_Ret)의 평균은 -1.185%이고 t 값이 -5.02로 매우 

유의하다. 또 사건구간에서 OIBSR의 평균은 -31.535% 이며 t 값이 -

63.64이므로 가격에 하락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OIBnonSR의 평균은 

2.272%로 가격상승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건구간에서 

유의한 가격하락은 OIBSR의 가격하락압력이 OIBnonSR의 가격상승압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건구간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추세로 

반전되며 사건구간 이후 300초가 지날 때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구간에서 OIBSR의 부호는 사건구간 이후 양(+)으로 반전되어 (비록 t 

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가격상승압력을 주고 있다. 

반면 OIBnonSR의 경우, 사건구간 이후 부호가 음(-)으로 반전되며 유의한 

가격하락압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구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은 주로 OIBSR의 가격상승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은 <표 13>의 시장조정수익률로부터 계산한 

누적시장조정수익률(Cumulative Market Adjusted Return)을 보여준다.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 이후 약 50초가 지날 때까지 

누적시장조정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이 일으킨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의 

가격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반전되지 않으며, 시장에 영구적인 가격충격을 

일으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Strategic Run에 의한 양(+)의 

주문불균형이 앞으로 수십초 정도의 단기구간의 가격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규모 음(-)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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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수익률은 그 직후부터 반전되기 시작하여 약 50초가 지나면 사건발생 

전 -50초 시점의 수준까지 회복된다. 결국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이 

일으킨 대규모 음(-)의 주문불균형은 양(+)의 주문불균형과 달리 

미래수익률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가격을 

교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한국거래소(KRX)가 2009년 3월 23일부터 차세대매매시스템(EXTURE)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초 미만의 짧은 간격으로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거래체결을 시도하는 특수한 패턴을 가진 

고빈도거래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고빈도거래는 

Hasbrouck and Saar(2012)가 미국 NASDAQ 시장에서 발견한 바 있는 

‘Strategic Run’과 동일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Strategic Run을 

고빈도거래의 측정치로 삼고, Strategic Run이 유동성, 변동성 및 

가격발견의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빈도거래의 특성 및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Hasbrouck and Saar(2012)는 계좌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Strategic Run을 탐색함에 있어 오류가 불가피한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계좌정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Strategic Run’을 

오류없이 추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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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빈도거래는 아직 활성화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빈도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규제정책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빈도거래의 현황: 한국거래소가 2009년 3월에 EXTURE 가동을 시작한 

이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문이나 거래체결사건 이후 수ms 이내로 

대응주문을 내는 계좌들이 발견된다. 이는 시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기매매 알고리즘(Proprietary 

Algorithm)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의 시각 기준으로 1초 단위의 고정된 주기로 주문접수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기관들이 시간적으로 주문을 분할하는 

기관매매 알고리즘(Agency Algorithm)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Strategic Run의 특성: Hasbrouck and Saar(2012)가 NASDAQ에서 발견한 

바 있는 Strategic Run은 한국거래소가 EXTURE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Strategic Run의 주문건수(거래대금)가 시장 전체의 

주문건수(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월 현재 약 0.2%(0.06%) 

정도로 아직 매우 작으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Strategic Run은 2009년 

1월에 총 136건이었으나, 2010년 5월에는 총 약 3만6천여건이 발생하였다. 

Strategic Run은 특히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가 높은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3) Strategic Run이 일중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접속매매시간대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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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직전 구간에서 유동성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높을수록 Strategic Run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종목별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가 가장 많은 10초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건구간에서 

Strategic Run은 즉시 체결가능한 가격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최우선호가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급격히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건구간에서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호가 잔량이 소진되며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후 수 분간 Strategic Run이 반대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상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가 많을수록 동 시간대에서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호가잔량이 감소하며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편 

Strategic Run이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을 일으킨 10초 단위의 

시간구간들을 분석한 결과, 사건구간 이후 가격반전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Strategic Run은 가격을 교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음(-

)의 주문불균형을 일으킨 10초 단위의 시간구간들의 경우, 그 시간구간 

직후부터 가격반전이 일어나 약 50초만에 원래의 가격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음(-)의 주문불균형의 경우 Strategic Run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교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빈도거래가 대체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최근 급증하는 알고리즘 매매 및 고빈도매매 수요를 고려할 때,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빈도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됨에 비해, 그 사회경제적 보상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어느 거래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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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손실을 보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고빈도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시장접근속도가 느린 투자자는 역선택 위험이 커지므로 시장에서 떠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 감소 및 시장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빈도거래를 시장공정성을 훼손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규제적 

관점에서 대응할지, 혹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용할지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직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고빈도거래의 한 형태인 Strategic Run은 

상황에 따라 일중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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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이 표는 전체표본기간(2009년 1월 2일 ~ 2010년 5월 31일)동안 유가증권시장(KSE)에 상장된 
683개 보통주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A에서는 각 종목별로 시가총액, 거래대금, 
종가, 회전율, 수익률의 일평균을 구한 후, 그 횡단면 분포를 나타내었다. 패널 B는 각 
종목별로 정상주문횟수, 취소주문횟수, 정정주문횟수, 거래체결건수, 거래량의 일평균을 구한 
후, 그 횡단면 분포를 나타내었다. 
 
패널 A: 종목별 기초통계량 

 
시가총액 
(백만원) 

거래대금 
(백만원) 회전율(%) 종가(원) 수익률(%) 

Max 101,354,184  295,564  12.827  1,148,155  1.432  
Mean 1,084,938  7,939  1.266  33,110  0.147  
Median 111,728  862  0.692  9,896  0.133  
Min 6,512  12  0.012  270  -0.717  
Std 4,771,606  22,788  1.819  87,915  0.191  

 
패널 B: 주문 및 체결에 관한 기초통계량 

 
정상주문횟수 취소주문횟수 정정주문횟수 거래체결건수 거래량(천주) 

Max 64,231  11,705  13,142  20,393  28,776  
Mean 3,378  584  597  1,276  682  
Median 1,176  237  193  482  145  
Min 35  11  10  10  0.26  
Std 5,841  959  1,075  2,07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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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관매매 알고리즘 계좌의 주문패턴 
 
이 표는 <그림 3>의 패널 D에서 피크에 해당하는 시간구간인 [50ms~100ms] 구간(즉 주문접수시각의 끝자리가 .050초~.100초)에 
주문을 접수한 일부 계좌의 주문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매수/매도에서 ‘B’는 매수, ‘S’는 매도를 의미한다. 주문종류에서 ‘N’은 
정상주문이다. 주문시각은 millisecond (0.001s)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가 낸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를 초단위로 
나타내었다. 패널 A는 2010년 4월 1일 6348006번 계좌의 주문자료이며, 패널 B는 2010년 4월 2일 3513530 번 계좌의 주문자료이다. 
패널 C는 2010년 3월 .26일 6348630번 계좌의 주문자료이며, 패널 D는 2010년 .4월 16일 6348177번 계좌의 주문자료이다. 여기서 
계좌번호는 거래소에서 부여한 암호화된 계좌번호에 대해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일련번호를 매긴 것으로서, 
개별계좌의 투자자 신상에 관한 정보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패널 A: [종목: 삼성전자(KR7005930003), 날짜 : 2010.4.1, 계좌번호 : 6348006]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원) 

직전 
매도호가(원) 

직전 
매수호가(원)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sec) 

S N 1 825,000  826,000  825,000  1  9:01:35:054 
 S N 1 826,000  827,000  826,000  1  9:03:14:064 99.010  

S N 1 826,000  827,000  826,000  1  9:04:54:059 99.995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06:33:066 99.007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08:13:065 99.999  
S N 1 828,000  829,000  828,000  1  9:09:52:055 98.990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11:32:057 100.002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13:11:053 98.996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16:30:058 199.005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18:10:056 99.998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19:49:065 99.009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21:29:065 100.000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23:08:094 99.029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24:48:055 99.961  
S N 1 829,000  830,000  829,000  1  9:26:27:065 99.010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28:07:073 100.008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29:46:063 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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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31:26:063 100.000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33:05:056 98.993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34:44:060 99.004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36:24:082 100.022  
S N 1 827,000  828,000  827,000  1  9:38:03:055 98.973  
S N 1 828,000  829,000  828,000  1  9:39:43:059 100.004  

 
패널 B: [종목: 삼성전자(KR7005930003), 날짜 : 2010.4.2, 계좌번호 : 3513530]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원) 

직전 
매도호가(원) 

직전 
매수호가(원)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sec) 

B N 2 847,000  847,000  846,000  2  9:15:09:062 
 B N 2 847,000  847,000  846,000  2  9:16:39:079 90.017  

B N 2 846,000  846,000  845,000  2  9:18:09:060 89.981  
B N 2 845,000  845,000  844,000  2  9:19:38:085 89.025  
B N 2 843,000  843,000  842,000  2  9:21:08:057 89.972  
B N 2 843,000  843,000  842,000  2  9:22:38:061 90.004  
B N 2 844,000  844,000  843,000  2  9:25:37:063 179.002  
B N 2 845,000  845,000  844,000  2  9:28:36:069 179.006  
B N 2 845,000  845,000  844,000  2  9:30:06:053 89.984  
B N 2 844,000  844,000  843,000  2  9:31:36:051 89.998  
B N 2 845,000  845,000  844,000  2  9:33:05:080 89.029  
B N 2 844,000  844,000  843,000  2  9:34:35:055 89.975  
B N 2 844,000  844,000  843,000  2  9:36:05:053 89.998  
B N 2 844,000  844,000  843,000  2  9:37:35:055 90.002  
B N 2 845,000  845,000  844,000  2  9:39:04:092 89.037  

 
패널 C: [종목: 삼성전자(KR7005930003), 날짜 : 2010.3.26, 계좌번호 : 6348630]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원) 

직전 
매도호가(원) 

직전 
매수호가(원)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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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06:12:054 
 S N 1 819,000 817,000 816,000 1 9:09:23:056 191.002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12:35:065 192.009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15:46:055 190.990 
S N 1 819,000 818,000 817,000 1 9:25:19:060 573.005 
S N 1 819,000 818,000 817,000 1 9:28:30:055 190.995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31:41:071 191.016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41:14:095 573.024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44:26:076 191.981 
S N 1 819,000 819,000 818,000 1 9:47:37:083 191.007 
S N 1 819,000 818,000 817,000 1 9:53:59:064 381.981 
S N 1 819,000 816,000 815,000 1 10:00:21:063 381.999 
S N 1 819,000 816,000 815,000 1 10:06:43:073 382.010 
S N 1 819,000 817,000 816,000 1 10:13:05:058 381.985 
S N 1 819,000 815,000 814,000 1 10:16:17:061 192.003 

 
패널 D: [종목: 삼성전자(KR7005930003), 날짜 : 2010.4.16, 계좌번호 : 6348177]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원) 

직전 
매도호가(원) 

직전 
매수호가(원)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sec) 

S N 11 856,000 855,000 854,000 0 9:20:20:070 
 S N 11 856,000 855,000 854,000 0 9:22:20:062 119.992 

S N 10 856,000 854,000 853,000 0 9:24:20:066 120.004 
S N 10 856,000 852,000 851,000 0 9:26:20:067 120.001 
S N 10 856,000 851,000 850,000 0 9:28:21:060 120.993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30:21:092 120.032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32:21:057 119.965 
S N 10 856,000 851,000 850,000 0 9:34:21:058 120.001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36:22:063 121.005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38:22:076 120.013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40:22:072 1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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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N 10 856,000 851,000 850,000 0 9:42:22:075 120.003 
S N 10 856,000 852,000 851,000 0 9:44:23:062 120.987 
S N 10 856,000 851,000 850,000 0 9:46:23:061 119.999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48:23:067 120.006 
S N 10 856,000 850,000 849,000 0 9:50:23:058 119.991 
S N 10 856,000 851,000 850,000 0 9:54:24:072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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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trategic Run의 주문패턴 및 체결결과 
 
이 표는 Strategic Run의 예를 보여준다. 패널 A는 2010년 4월 29일에 현대산업개발(KR7012630000)을 거래한 3498238번 계좌의 오전 
9:58:59:292부터 9:59:05:435까지 약 6초간의 호가기록이다. 주문번호는 하루 중 해당종목에 접수된 모든 주문에 대해 시간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며, 원주문번호는 제출된 취소주문에 대한 원래의 주문번호를 나타낸다. 매수/매도에서 ‘B’는 매수, ‘S’는 매도를 
의미한다. 주문종류에서 ‘N’은 정상주문, ‘C’는 취소주문이다. 주문시각은 millisecond (0.001s)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가 
낸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를 초단위로 나타내었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즉시 체결가능한 주문(marketable order)을 의미한다. 
유동성을 소비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거래를 주도(initiate)하면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주문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한다. 패널 B는 패널 A에서와 동일한 3498238번 계좌가 2010년 5월 3일에 대우건설(KR7047040001)을 거래한 약 8초간의 
호가기록이며, 패널 C는 2010년 5월 7일에 KT(KR7030200000)를 거래한 8429962번 계좌의 약 3초간의 호가기록이다. 여기서 
계좌번호는 거래소에서 부여한 암호화된 계좌번호에 대해 연구자가 단순히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일련번호를 매긴 것으로서, 
개별계좌의 투자자 신상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패널 A: [종목: 현대산업개발(KR7012630000), 날짜: 2010.4.29, 계좌번호: 3498238] 

주문 
번호 

원주문 
번호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 

직전 
매도 
호가 

직전 
매수 
호가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 

(sec) 
4285 

 
B N 620 27,550  27,650  27,600    9:58:59:292 

 4288 4285 B C 620 27,550  27,650  27,600    9:58:59:981 0.689 
4291 

 
B N 620 27,600  27,600  27,550  20  9:59:00:578 0.597 

4293 4291 B C 600 27,600  27,650  27,600    9:59:01:509 0.931 
4294 

 
B N 600 27,550  27,650  27,600    9:59:01:820 0.311 

4295 4294 B C 600 27,550  27,650  27,600    9:59:02:095 0.275 
4296 

 
B N 600 27,600  27,650  27,600    9:59:02:586 0.491 

4298 4296 B C 600 27,600  27,650  27,600    9:59:03:474 0.888 
4299 

 
B N 600 27,550  27,650  27,600    9:59:03:789 0.315 

4300 4299 B C 600 27,550  27,650  27,600    9:59:04:240 0.451 
4301 

 
B N 600 27,600  27,650  27,600    9:59:04:553 0.313 

4302 4301 B C 600 27,600  27,650  27,600    9:59:05:090 0.537 
4303 

 
B N 600 27,550  27,650  27,600   150 9:59:05:43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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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B: [종목: 대우건설(KR7047040001), 날짜: 2010.5.3, 계좌번호: 3498238] 

주문 
번호 

원주문 
번호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 

직전 
매도 
호가 

직전 
매수 
호가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 

(sec) 
3592 

 
B N 380 10,350  10,350  10,300  80  10:57:14:244 

 3593 3592 B C 300 10,350  10,400  10,300    10:57:15:233 0.989 
3595 

 
B N 300 10,300  10,400  10,300    10:57:15:549 0.316 

3597 3595 B C 300 10,300  10,400  10,300    10:57:16:249 0.700 
3598 

 
B N 300 10,350  10,400  10,350    10:57:16:555 0.306 

3599 3598 B C 300 10,350  10,400  10,300    10:57:17:246 0.691 
3601 

 
B N 300 10,300  10,400  10,300    10:57:17:555 0.309 

3605 3601 B C 300 10,300  10,400  10,300    10:57:18:242 0.687 
3607 

 
B N 300 10,350  10,400  10,350    10:57:18:557 0.315 

3609 3607 B C 300 10,350  10,400  10,300    10:57:19:239 0.682 
3611 

 
B N 300 10,300  10,400  10,300    10:57:19:541 0.302 

3612 3611 B C 300 10,300  10,400  10,300    10:57:20:258 0.717 
3613 

 
B N 300 10,350  10,400  10,350    10:57:20:569 0.311 

3615 3613 B C 300 10,350  10,400  10,350    10:57:21:247 0.678 
3616 

 
B N 300 10,300  10,400  10,350    10:57:21:567 0.320 

3618 3616 B C 300 10,300  10,400  10,350    10:57:22:251 0.684 
3620 

 
B N 300 10,350  10,400  10,350   300 10:57:22:562 0.311 

            패널 C: [종목: KT(KR7030200000), 날짜: 2010.5.7, 계좌번호: 8429962] 

주문 
번호 

원주문 
번호 

매수/ 
매도 

주문 
종류 

주문 
물량 

주문 
가격 

직전 
매도 
호가 

직전 
매수 
호가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직전주문과의 
시간차이 

(sec) 
14616 

 
S N 310 47,400  47,400  47,300    11:58:50:255 

 14617 14616 S C 310 47,400  47,400  47,300    11:58:50:620 0.365 
14618 

 
S N 310 47,350  47,350  47,300   10 11:58:51:047 0.427 

14620 14618 S C 300 47,350  47,400  47,300    11:58:51:383 0.336 



 

 61 

14621 
 

S N 300 47,400  47,400  47,300    11:58:51:673 0.290 
14622 14621 S C 300 47,400  47,400  47,300    11:58:51:691 0.018 
14623 

 
S N 300 47,350  47,350  47,300    11:58:51:930 0.239 

14625 14623 S C 300 47,350  47,400  47,300    11:58:52:571 0.641 
14626 

 
S N 300 47,400  47,400  47,300    11:58:52:875 0.304 

14627 14626 S C 300 47,400  47,400  47,300    11:58:52:973 0.098 
14629 

 
S N 300 47,350  47,400  47,350  10  11:58:53:235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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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trategic Run의 결정요인 
 
이 표는 2010 년 3 월.2 일부터 2010 년 5 월 31 일까지의 하위표본기간 동안 Strategic Run 이 
어떤 종목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횡단면 회귀분석이다. 종속변수는 
하위표본기간동안 각 종목마다 일별로 Strategic Run 의 매수량과 매도량의 평균이 당일의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기간동안 일평균한 값이다. Log_Size 는 하위표본기간 
직전인 2010 년 2 월말의 시가총액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Log_B/M 은 2009 년 말 
기준으로 발표된 B/M 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Log_Prc 는 2010 년 2 월 말의 종가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Turnover 는 표본기간 직전 1 년간(2009.3~2010.2)의 일별회전율의 
평균이다. Volat 은 직전 1 년간의 장중 1 분간격 변동성의 평균이며, 1 분간격 변동성은 1 분간 
최고가와 1 분간 최저가의 차이를 1 분간 최고가와 1 분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Spread 는 표본기간 직전 1 년간의 장중 1 분간격 비율스프레드의 평균이며, 비율스프레드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로 나눈 
값이다. Beta 는 표본기간 직전 1 년간의 일별수익률로 계산한 베타이다. 추정된 회귀계수값이 
매우 작으므로, 모든 회귀계수에 103 을 곱하여 보고하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나타낸다. 
 

모형 Inter-
cept 

Log_ 
Size 

Log_ 
B/M 

Log_ 
Prc 

Turn- 
over Volat Spread Beta AdjRsq 

1 -0.534 0.053 
      

0.247 
 (-11.94) (14.71) 

       2 0.126 
 

-0.039 
     

0.022 
 (16.29) 

 
(-3.95) 

      3 -0.448 
  

0.060 
    

0.267 
 (-12.11) 

  
(15.51) 

     4 0.136 
   

-1.570 
   

0.021 
 (15.39) 

   
(-3.92) 

    5 0.145 
    

-0.063 
  

0.002 
 (7.33) 

    
(-1.52) 

   6 0.220 
     

-0.315 
 

0.135 
 

(17.93) 
     

(-
10.17) 

  7 0.093 
      

0.034 0.003 
 (5.82) 

      
(1.75) 

 8 -0.553 0.021 0.020 0.045 -1.183 0.200 -0.130 -0.054 0.332 
 (-6.50) (3.07) (1.94) (7.56) (-2.47) (3.31) (-3.37)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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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trategic Run 횟수의 종목별 누적분포 
 
이 표는 하위표본기간(2010.3.2~2010.5.31)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658 개 보통주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 의 횟수를 계산한 후, 횟수가 가장 많은 종목부터 가장 적은 
종목까지 10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나타낸 결과이다. 뒤에서 주요 분석자료로 사용한 상위 
180 개 종목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1 번째 그룹은 Strategic Run 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종목들이다. 
 

Decile 종목수 
Strategic 

Run 의 
횟수 

Strategic 
Run 의 

총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누적종목수 
Strategic 

Run 의 
누적횟수 

Strategic 
Run 의 

총횟수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
) 

1 60 41,073  48.84  60 41,073  48.84  
2 60 27,207  32.35  120 68,280  81.19  
3 60 8,371  9.95  180 76,651  91.15  
4 60 3,484  4.14  240 80,155  95.31  
5 60 1,847  2.20  300 82,002  97.51  
6 60 1,032  1.23  360 83,034  98.74  
7 60 546  0.65  420 83,580  99.39  
8 60 292  0.35  480 83,872  99.73  
9 60 151  0.18  540 84,023  99.91  

10 58 72  0.09  598 84,095  100.00  
11 60 0  0.00  658 84,09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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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trategic Run 발생횟수 상위 180개 종목의 종목특성 
 
이 표는 하위표본기간(2010.3.2~2010.5.31)동안 Strategic Run 이 가장 많이 일어난 상위 180 개 
종목에 대해 주요 종목특성변수의 횡단면 분포 및 주문/거래에 관한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A 에서는 먼저 2010 년 2 월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658 개 전체 
종목을 시가총액, B/M, 종가, 회전율, 스프레드, 일중변동성, 베타의 크기 순으로 5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80 개 종목 중 각 그룹에 속하는 종목의 수가 몇 개인지 
표시하였다.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은 2010 년 2 월말의 시가총액이며, B/M 
은 2009 년 말의 Book-to-Market 값이다. 종가는 2010 년 2 월 말의 종가이며, 회전율은 
표본기간 직전 1 년간(2009.3~2010.2)의 일별회전율의 평균이다. 일중변동성은 직전 1 년간의 
장중 1 분간격 변동성의 평균이다. 이 때 1 분간격 변동성은 1 분간 최고가와 1 분간 최저가의 
차이를 1 분간 최고가와 1 분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스프레드는 표본기간 직전 
1 년간의 장중 1 분간격 비율스프레드의 평균이며, 비율스프레드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Beta 는 
표본기간 직전 1 년간의 일별수익률로 계산한다. 패널 B 는 전체 658 개 주식을 180 개 
표본종목과 그 이외의 종목들로 구분하여 하위표본기간 직전 1 년(2009.3.2~2010.2.28)간의 
일평균 주문 및 거래체결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패널 A: 180 개 표본종목들의 종목특성의 횡단면 분포 

 
Small 
(Low) 2 3 4 Large 

(High) 합계 

시가총액 1 3 11 46 119 180 
B/M 69 50 29 16 16 180 
종가 3 11 26 50 90 180 
회전율 18 32 57 51 22 180 
변동성 10 34 59 62 15 180 
스프레드 99 63 13 3 2 180 
베타 10 25 38 39 68 180 

 
패널 B: 180 개 표본종목 및 나머지 478 종목들의 일평균 주문 및 거래체결에 관한 통계량 

 
180 개 표본종목  나머지 478 개 종목 

 
Mean Median  Mean Median 

정상주문횟수 8,533  5,768   1,523  652  
취소주문횟수 1,346  850   302  135  
정정주문횟수 1,572  1,025   258  115  
거래체결횟수 3,165  2,355   579  254  
거래량(천주) 773  323   531  78  
거래대금(백만원) 22,294  8,930   1,43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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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trategic Run에 의한 주문 및 체결에 관한 통계 
 
이 표는 하위표본기간(2010.3.2~2010.5.31)동안 Strategic Run발생횟수 상위 180개 종목에서 
Strategic Run에 의해 발생한 주문 및 거래체결과 관련된 통계량을 나타낸다. 하나의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의 총 건수를 Strategic Run의 길이로 정의한다. 패널 A에서는 길이의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건수를 계산하였다.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공급한 
거래건수는 Strategic Run에 의해 제출된 주문들 중에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다른 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거래의 건수이다.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소비한 
거래건수는 Strategic Run에 의해 즉시 체결된(=거래를 주도한) 거래의 건수이다. Strategic Run의 
종결시 미체결잔량이 남거나 취소주문으로 종결되는 경우와, 주문이 전량 체결되면서 
종결되는 경우의 Strategic Run의 수를 각각 나타내었다. 패널 B에서는 길이의 그룹별로 
Strategic Run의 지속시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패널 C는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간의 
평균 시간간격을 계산한 후, 그 분포를 나타내었다. 패널 D는 Strategic Run을 구성하는 
주문들의 호가 가격대별 주문물량 비율 및 체결률을 종목별로 계산한 후, 횡단면 평균을 
나타내었다. ‘Marketable’이란 즉시 체결가능한 주문이며, -1 tick 은 체결가능하지는 않으나, 
직전의 최우선호가보다 더 공격적인 호가이다. 0 tick 은 직전 최우선호가와 같은 호가이며, ≥+1 
tick 은 직전의 최우선호가보다 더 열등한 호가이다. 체결률은 해당 호가에 제출된 물량 중 
실제로 체결된 물량의 비율이다. 
 
패널 A: 거래체결  

Strategic 
Run의 길이 

Strategic 
Run의 수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공급한 
거래건수 

Strategic 
Run이 

유동성을 
소비한 
거래건수 

미체결잔량이 
남거나 

취소주문으로 
종결된 

Strategic 
Run의 수 

주문이 전량 
체결되면서 
종결된 

Strategic 
Run의 수 

3 53,990  15,309  14,594  45,852  8,138  
4-5 15,641  1,600  676  15,569  72  
6-10 4,991  285  134  4,977  14  

10-15 1,380  68  19  1,378  2  
15-30 584  22  4  584  0  
>30 65  4  0  65  0  
전체 76,651  17,288  15,427  68,425  8,226  

 
패널 B: 지속시간 
Strategic 
Run의 
길이 

Strategic 
Run의 수 

(0,100] 
ms 

(100,500] 
ms 

(500,1000] 
ms 

(1,5] 
sec 

(5,10] 
sec 

>10 
sec 

3 53,990  75  6,113  15,652  32,150  0  0  
4-5 15,641  102  212  816  14,511  0  0  

6-10 4,991  5  34  95  4,659  198  0  
10-15 1,380  0  2  1  160  1,212  5  
15-30 584  0  0  0  26  309  249  
>30 65  0  0  0  0  5  60  
전체 76,651  182  6,361  16,564  51,506  1,72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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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C: 주문간 시간간격 

전체 (0,10] 
ms 

(10,50] 
ms 

(50,100] 
ms 

(100,200] 
ms 

(200,500] 
ms 

(500,700] 
ms 

(700,1000] 
ms 

76,651 32 187 1,106 3,850 22,892 33,442 15,142 
 
패널 D: 호가가격대별 주문물량 비율 및 체결률 

 

매수주문  매도주문 
주문물량 
비율(%) 체결률(%) 

 주문물량 
비율(%) 체결률(%) 

Marketable  8.27  51.79   8.13  53.25  
-1 tick 0.63  0.00   0.21  0.00  
0 tick 68.89  3.40   72.37  4.34  

≥+1 tick 22.22  1.39   19.30  2.04  
전체 100.00  5.94   100.00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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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Strategic Run의 계좌별 통계 
 
이 표는 Strategic Run 과 관련된 계좌별 통계를 보여준다. 패널 A 는 
하위표본기간(2010.3.2~2010.5.31)동안 거래횟수 그룹별로 총계좌수, Strategic Run 을 일으킨 
계좌의 수와 그 비율 및 Strategic Run 의 총횟수, 계좌당 평균 Strategic Run 횟수를 나타냈다. 
패널 B 는 하위표본기간동안 1 회 이상 Strategic Run 을 일으킨 계좌에 대해 총 
매수(매도)금액의 그룹별로 계좌수, 거래건당 평균거래금액 및 계좌당 전체기간/일별 
평균거래종목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Strategic Run 을 한번도 하지 않은 나머지 계좌들의 
통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패널 A: 거래횟수 그룹별 Strategic Run 계좌수 및 계좌당 Strategic Run 의 평균횟수 

총거래횟수 총계좌수 
(A) 

Strategic 
Run 을 
실행한 
계좌수 

(B) 

Strategic 
Run 계좌의 

비율 
(B)/(A) 

Strategic Run 
총횟수(C) 

계좌당 평균 
Strategic 

Run 횟수 
(C)/(B) 

10 만회 이상 34  23  67.65% 55,935  2,432  
5 만회 ~ 10 만회 53  24  45.28% 12,131  505  
1 만회 ~ 5 만회 572  78  13.64% 4,349  56  
5 천회 ~ 1 만회 1,001  77  7.69% 1,027  13  
1 천회 ~ 5 천회 9,213  328  3.56% 1,835  6  
1 천회 이하 1,841,918  425  0.02% 1,324  3  

 
패널 B: Strategic Run 을 한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의 거래특성 비교 

  
총매수(매도)금액 

(전체기간) 계좌수 

거래 
1 건당 

평균거래 
금액(백만

원) 

1 계좌당 
전체기간 

평균 
거래종목

수 

1 계좌당 
일평균 
거래종목

수 

1 회 이상  
Strategic 
Run 을  

일으킨 계좌 

매수 

1 천억원 이상 49 7.015  134  36  
100 억원~1 천억원 186 8.223  32  9  
10 억원~100 억원 288 10.150  15  5  
1 억원~10 억원 202 3.707  15  5  
1 억원 이하 86 1.604  18  3  

매도 

1 천억원 이상 47 7.211  131  38  
100 억원~1 천억원 153 8.104  38  8  
10 억원~100 억원 299 7.424  15  5  
1 억원~10 억원 207 4.141  14  4  
1 억원 이하 85 1.719  17  2  

Strategic 
Run 을  

한번도 하지  
않은 계좌 

매수 

1 천억원 이상 103  16.855  88  21  
100 억원~1 천억원 2,217  13.885  40  13  
10 억원~100 억원 24,316  13.155  21  5  
1 억원~10 억원 181,826  9.642  12  2  
1 억원 이하 1,304,821  3.490  5  1  

매도 
1 천억원 이상 119  13.210  96  25  
100 억원~1 천억원 2,230  13.263  4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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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억원~100 억원 23,533  16.440  21  5  
1 억원~10 억원 181,960  12.884  12  2  
1 억원 이하 1,355,805  4.34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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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Strategic Run 계좌와 다른 알고리즘 계좌의 상호작용 
 
이 표는 Strategic Run 이 다른 알고리즘 계좌와 상호작용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2010 년 3 월 10 일 롯데쇼핑(KR7023530009) 종목에 
대해 Strategic Run 을 일으키는 8429962 번 계좌 및 그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2496976 번 (알고리즘) 계좌의 주문행태를 나타내었다. 
2496976 번 계좌는 다른 시간대에서 Strategic Run 을 일으킨 적이 있는 알고리즘 계좌이다. 8429962 번 계좌는 AM 11:13:35:314 부터 AM 
11:13:36:994 까지 약 1.7 초 동안 Stategic Run 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주문번호는 하루 중 해당종목에 접수된 모든 
주문에 대해 시간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긴 것이며, 원주문번호는 제출된 취소주문에 대한 원래의 주문번호를 나타낸다. 매수/매도에서 
‘B’ 는 매수, ‘S’ 는 매도를 의미한다. 주문종류에서 ‘N’은 정상주문, ‘C’는 취소주문, ‘R’은 정정주문이다. 유동성을 소비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거래를 주도(initiate)하면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체결물량이란 해당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주문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물량을 의미한다. 
주문접수시각은 0.001 초(=ms)단위까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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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롯데쇼핑(KR7023530009), 날짜: 2010.3.10, 계좌번호: 8429962(Stategic Run 계좌), 2496976(상대 계좌)] 

4064 2496976 S N 9 328,000 328,000 327,500 11:13:14:692

4065 2496976 S N 10 328,000 328,000 327,500 11:13:14:952

4078 8429962 B N 14 327,000 328,000 327,000 11:13:35:314

4080 2496976 S N 8 327,500 327,500 327,000 327,500 8 8191668 11:13:35:536

4081 2496976 S N 6 327,500 327,500 327,000 327,500 6 8191668 11:13:35:675

4082 8191668 B N 20 328,000 327,500 327,000 327,500 8 2496976 11:13:35:900

4082 8191668 B N 20 328,000 327,500 327,000 327,500 6 2496976 11:13:35:900

4082 8191668 B N 20 328,000 327,500 327,000 328,000 1 2497110 11:13:35:900

4082 8191668 B N 20 328,000 327,500 327,000 328,000 5 2496976 11:13:35:900

4083 4078 8429962 B C 14 327,000 328,000 327,000 11:13:36:050

4084 8429962 B N 14 327,500 328,000 327,500 327,500 2 6447616 11:13:36:143

4084 8429962 B N 14 327,500 328,000 327,500 327,500 7 2496976 11:13:36:143

4089 4019 2496976 S C 3 328,000 328,000 327,500 11:13:36:337

4090 4034 2496976 S C 2 328,000 328,000 327,500 11:13:36:433

4091 4020 2496976 S R 7 327,500 328,000 327,500 327,500 7 8429962 11:13:36:799

4092 4084 8429962 B C 5 327,500 328,000 327,500 11:13:36:879

4093 4031 2496976 S R 4 327,500 328,000 327,500 327,500 2 705557 11:13:36:969

4093 4031 2496976 S R 4 327,500 328,000 327,500 327,500 2 8429962 11:13:36:969

4094 8429962 B N 5 328,000 327,500 327,000 327,500 2 2496976 11:13:36:994

4094 8429962 B N 5 328,000 327,500 327,000 328,000 3 2496976 11:13:36:994

주문접수시각
(HH:MM:SS:MS)

체결가격주문번호 원주문번호
체결 상대계좌

번호

체결물량
(유동성
공급)

체결물량
(유동성
소비)

계좌번호 매수/매도 주문종류 주문물량 주문가격 직전매도호가 직전매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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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중 Stratregic Run의 발생조건에 관한 로짓회귀분석 
 
이 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 의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접속매매거래시간(9:00-14:50)을 10 초 간격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별로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 및 변동성(Volatility)을 구한다. 스프레드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한 값이며, 해당 스프레드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시장심도는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 매수호가수량과 매도호가수량의 합을 당일거래량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한 값이며, 해당 시장심도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변동성은 구간내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누고 100 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종속변수는 각 구간에서 Strategic Run 이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갖는 범주화된 변수이며, 설명변수는 직전 10 초(30 초,50 초)간의 스프레드(Lagged Spread), 
시장심도(Lagged Depth), 변동성(Lagged Volatility)이다. 전체 종목-시간에 대해 종목별 
고정효과(Firm-fixed effect)를 고려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형 설명변수(초) 회귀계수의 추정치 (p-value) 

(I) 
Lagged Spread(-10) 0.689 (<0.001) 
Lagged Depth(-10) -0.057 (<0.001) 

Lagged Volatility(-10) 2.529 (<0.001) 

(II) 
Lagged Spread(-30) 0.570 (<0.001) 
Lagged Depth(-30) -0.050 (<0.001) 

Lagged Volatility(-30) 4.191 (<0.001) 

(III) 
Lagged Spread(-50) 0.545 (<0.001) 
Lagged Depth(-50) -0.047 (<0.001) 

Lagged Volatility(-50) 5.08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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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trategic Run이 집중된 구간 전후에 관한 일중사건연구 (10초 단위 구간) 
 
이 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 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간들의 전후에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유동성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건연구결과이다. 접속매매거래시간(9:00-14:50)을 10 초 간격으로 분할하고, 각 종목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Strategic Run 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0 개의 구간을 추출하여 이를 사건구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건 전 50 초부터 사건 후 300 초까지의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그 t 값을 10 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패널 A 에서 스프레드(Spread)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한 값이며, 해당 스프레드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시장심도(Depth)는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매수호가수량과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매도호가수량의 총합을 당일거래량으로 나누고 100 을 곱한 값이며, 해당 시장심도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변동성(Volatility)은 10 초간 최고가와 10 초간 최저가의 차이를 10 초간 최고가와 10 초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한 값이다. 비정상스프레드(Abn_Spread), 비정상시장심도(Abn_Depth), 
비정상변동성(Abn_Volatility)는 각각 현재 구간의 스프레드, 시장심도, 변동성에서 [-300,-60]초 구간의 스프레드, 시장심도, 변동성의 
평균을 차감한 값이다. Strategic Run 의 주문비율(% of orders)은 Strategic Run 에 의해 접수된 주문의 건수가 해당 10 초 구간에서 접수된 
총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Strategic Run 의 유동성 소비(Demand)와 공급(Supply)은 Strategic Run 이 소비 또는 공급한 물량이 
해당 구간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유동성 순공급(Net_Supply)은 유동성 공급에서 유동성 소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유동성 소비란 Strategic Run 이 거래를 체결(initiate)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유동성 공급은 Strategic Run 이 낸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장에 남아있다가 시간적으로 이후에 접수된 다른 체결가능주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B 는 Strategic Run 의 매수(매도)거래에 대해 각 호가 가격대별로 체결된 물량이 Strategic Run 이 체결시킨 전체 
매수(매도)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 단위로 나타낸 결과이다. Marketable 은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이며, 0 tick 은 직전의 
최우선호가와 같은 호가, ≥+1 tick 은 직전 최우선호가보다 열등한 호가를 나타낸다. 체결가능한 주문의 주문물량이 직전 최우선호가의 
물량을 모두 체결시키고 일부가 남는 경우, 남은 물량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체결가능한 
호가(Marketable)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 0 tick 및 그보다 열등한 호가의 경우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결가능한 호가와 직전의 최우선호가(0 tick) 사이에도 호가가 존재하나, 이 
호가에서 체결된 거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에서 제외하였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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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사건구간 전후 수익률,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유동성 공급과 수요 
-50초 -40초 -30초 -20초 -10초 0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300]초

Spread(%) 0.258 0.258 0.258 0.257 0.258 0.268 0.267 0.264 0.263 0.262 0.261 0.259

Abn_Spread 0 0 0 -0.001 0 0.01 0.009 0.007 0.006 0.005 0.004 0

(t-value) (-0.33) (-0.22) (-0.48) (-0.86) (-0.10) -9.31 -8.11 -6.04 -5.14 -4.39 -3.54 -0.39

Depth(%) 2.524 2.513 2.491 2.472 2.442 2.396 2.418 2.422 2.424 2.437 2.448 2.485

Abn_Depth( 0.015 0.004 -0.017 -0.035 -0.067 -0.11 -0.087 -0.084 -0.081 -0.067 -0.056 -0.02

(t-value) -1.15 -0.27 (-1.15) (-2.24) (-4.14) (-6.50) (-4.32) (-4.03) (-3.97) (-3.32) (-2.78) (-0.95)

Volatility 0.014 0.014 0.016 0.016 0.024 0.092 0.023 0.02 0.018 0.017 0.016 0.014

Abn_Volatili 0.001 0.002 0.004 0.004 0.011 0.079 0.01 0.008 0.006 0.005 0.003 0.001

(t-value) -2.01 -2.7 -5.46 -4.92 -12.46 -39.6 -10.22 -9.65 -7.81 -5.92 -4.58 -2.61

% of orders 1.057 1.105 1.481 1.234 2.191 39.757 2.221 1.492 0.954 0.812 0.976 1.014

Demand(%) 0.052 0.05 0.074 0.037 0.049 14.261 0.408 0.01 0.04 0.045 0.083 0.049

Supply(%) 0.074 0.101 0.062 0.017 0.098 1.138 3.173 2.029 1.514 1.179 1.158 0.627

Net_Supply 0.022 0.051 -0.012 -0.02 0.049 -13.122 2.765 2.019 1.474 1.134 1.075 0.578

(t-value) -0.45 -0.95 (-0.29) (-0.73) -0.86 (-33.41) -11.68 -10.91 -9.19 -7.97 -7.41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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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 사건구간 전후 Strategic Run 의 호가가격대별 체결물량의 비율(%) 

수요/

공급구분

Marketable Demand 50 75 73.29 50 40.33 88.85 12.62 1.55 1.81 4.53 3.99 13.13

Marketable Supply 0 0 8.53 0 1.33 0.75 0.37 0 0.36 0.96 0.06 0.39

0 tick Supply 50 25 18.18 50 58.33 10.1 86.61 95.35 94.57 92.1 94.59 83.38

≥+1 tick Supply 0 0 0 0 0 0.3 0.39 3.1 3.26 2.41 1.35 3.1

수요/

공급구분

Marketable Demand 45.34 32.26 14.29 20 57.14 86.53 14.12 1.29 3.23 4.26 8.89 9.53

Marketable Supply 0 5.24 0 0 0 0.98 0.13 0 0 0 0 0.85

0 tick Supply 54.66 62.5 85.71 80 28.57 12.33 84.31 96.35 93.55 91.49 84.44 83.06

≥+1 tick Supply 0 0 0 0 14.29 0.16 1.45 2.35 3.23 4.26 6.67 6.56

[60-300]초0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호가가격 -50초 -40초 -30초 -20초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300]초

2. 매도거래

1. 매수거래

호가가격 -50초 -40초 -30초 -20초 -10초 0 10초

 



 

 75 

<표 12> Strategic Run이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10초 
단위 구간) 
 
이 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 이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패널 A 는 각 종목별로 Strategic Run 이 발생한 10 초 구간들을 
대상으로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에 따라 5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별로 유동성 
공급(Supply), 소비(Demand), 순공급(Net Supply),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 횡단면 평균을 나타내었다. 유동성 소비(Demand)와 공급(Supply)은 Strategic 
Run 이 소비 또는 공급한 물량이 해당 구간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유동성 순공급(Net_Supply)은 유동성 공급에서 유동성 소비를 차감한 값이다. 
스프레드(Spread)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를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평균으로 나눈 값에 100 을 곱한 값이며, 해당 스프레드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시장심도(Depth)는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 매수호가수량과 
매도호가수량의 합을 당일거래량으로 나누고 100 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며, 해당 시장심도가 
지속된 시간의 길이만큼 가중평균한 값이다. 변동성(Volatility)은 10 초간 최고가와 10 초간 
최저가의 차이를 10 초간 최고가와 10 초간 최저가의 평균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Strategic 
Run 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그룹과 가장 적게 발생한 구간그룹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Strategic Run 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구간(ZERO) 및 Strategic Run 의 마지막 미체결 
정상주문이 Strategic Run 종료 이후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된 구간에 대한 
항목별 수치(POST_SR)를 별도로 보고하였다. 패널 B 는 Strategic Run 이 발생한 10 초 구간들을 
대상으로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와 동 구간의 스프레드(spread), 시장심도(depth) 및 
변동성(volatility)을 종속변수로,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다. 
설명변수 중 SR(t)는 동 구간의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를 해당 종목 내에서 표준화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종목마다 Strategic Run 이 일어난 구간들만을 추출하여, 각 구간의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에서 전체 구간의 평균 발생횟수를 차감하고, 이를 다시 전체 구간의 발생횟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TrdVol(t-1)은 직전 10 초간의 거래량을 그날의 총거래량으로 
나눈 값이며 |OIB(t-1)|은 직전 10 초간의 주문불균형(거래량 기준)을 그날의 총거래량으로 나눈 
후 절대값을 취한 값이다. Spread(t-1), Depth(t-1), Volatility(t-1) 은 각각 직전 10 초간의 스프레드, 
시장심도, 변동성이다. 전체 종목-시간구간에 대해 종목별 고정효과(firm-fixed effect)를 고려한 
Pooled OLS 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SR(t)의 경우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으므로 회귀계수에 104 를 곱한 값을 보고하였다. 
 
패널 A: Strategic Run 의 발생횟수 그룹별 유동성의 공급/소비와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 

Strategic Run의 
발생횟수 

Supply Demand Net Supply Spread Depth Volatility 

ZERO - - - 0.286%  6.209%  0.003%  
1(Least Intense) 1.674%  3.562%  -1.888%  0.279%  4.649%  0.037%  

2 1.335%  4.195%  -2.860%  0.285%  4.781%  0.036%  
3 1.550%  4.741%  -3.191%  0.306%  4.895%  0.037%  
4 1.383%  4.728%  -3.345%  0.290%  4.832%  0.038%  

5(Most intense) 2.019%  8.269%  -6.251%  0.292%  4.728%  0.048%  
Diff(=5-1) 0.345%  4.707%  -4.363%  0.014%  0.079%  0.011%  
(t-value)   (0.80)   (3.32)   (-2.74)   (1.89)   (0.21)   (4.71) 

POST_SR 6.155%  0.000%  6.155%  0.277%  4.39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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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 Strategic Run 과 스프레드, 시장심도 및 변동성에 관한 회귀분석(Fixed-effect Regressions)  

 
Spread Depth Volatility 

SR(t) (ⅹ104 ) 0.2002 -1.3659 0.4026 
 (2.86) (-1.53) (12.89) 
TrdVol(t-1) 0.0042 -0.2498 0.0071 
 (2.00) (-9.37) (7.59) 
|OIB(t-1)| 0.2419 -4.4851 -0.1701 
 (2.11) (-3.06) (-3.32) 
Spread(t-1) 0.5704 -0.3219 0.1318 
 (120.45) (-5.32) (62.35) 
Depth(t-1) 0.0011 0.9696 -0.0014 
 (5.58) (387.66) (-16.19) 
Volatility(t-1) 0.3680 1.3720 0.2000 
 (12.07) (3.52)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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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Strategic Run에 의해 대규모 주문불균형(OIB: Order Imbalance)이 발생한 구간 전후에 관한 사건연구 
(10초 단위 구간) 
 
이 표는 일중에서 Strategic Run 이 가장 큰 양(+)의 주문불균형 또는 음(-)의 주문불균형을 일으킨 구간들을 사건구간으로 정의하고, 
사건구간 전후 수익률 및 주문불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접속매매거래시간(9:00-14:50)을 10 초 간격으로 분할하고, 각 
종목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Strategic Run 에 의해 가장 큰 양(+) 또는 음(-)의 주문불균형이 발생한 상위 50 개의 구간을 추출하여 
이를 사건구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건 전 50 초부터 사건 후 300 초까지의 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그 
t 값을 10 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60,300]초 구간은 별도로 표시) 패널 A 는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 전후의 수익률과 
주문불균형을 나타낸다. 시장조정수익률(Adj_Ret)은 단순수익률로부터 동시간 동안의 KOSPI200 지수수익률을 차감한 
시장조정수익률이다. 단순수익률은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값(bid-ask midpoint)에 의해 10 초 간격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다. Strategic Run 에 의한 주문비율(% of orders)은 Strategic Run 에 의해 접수된 주문의 건수가 해당 10 초 구간에서 접수된 총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OIBSR은 Strategic Run 이 체결시킨(initiate) 매수물량에서 Strategic Run 이 체결시킨 매도물량을 차감한 
후, 그 구간에서의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또 OIBnonSR 은 Strategic Run 이 아닌 주문이 체결시킨 매수물량에서 Strategic 
Run 이 아닌 주문이 체결시킨 매도물량을 차감한 후, 그 구간에서의 전체 거래량으로 나누고 100 을 곱한 값이다. 종목별로 사건구간 
전후의 각 항목의 평균을 구한 후, 전체 종목에 대한 횡단면 평균과 t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B 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대규모 음(-
)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 전후 수익률과 주문불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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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대규모 양(+)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 전후 수익률과 주문불균형 
-50초 -40초 -30초 -20초 -10초 0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300]초

Adj_Ret (%) 0.052 -0.118 -0.108 -0.192 0.086 1.241 0.384 0.029 -0.05 0.253 -0.125 -0.15

(t-value) -0.48 (-1.22) (-1.01) (-1.68) -0.61 -5.7 -2.6 -0.21 (-0.40) -2.16 (-1.10) (-1.98)

% of orders 0.728 0.734 0.692 0.791 2.785 32.611 1.757 0.697 0.684 0.624 0.564 0.839

OIBSR(%) 0 -0.006 -0.009 -0.016 -0.02 35.602 -0.001 -0.043 -0.002 0 -0.014 -0.034

(t-value) 0 (-2.02) (-1.70) (-1.26) (-1.53) -72.39 (-1.41) (-1.41) (-1.00) 0 (-1.26) (-10.51) 

OIBnonSR(%) 2.214 1.794 -3.946 -0.7 -3.687 -7.459 3.57 6.428 0.11 1.994 2.85 -4.852

(t-value) -1.53 -1.25 (-2.74) (-0.49) (-2.60) (-8.86) -2.47 -4.53 -0.08 -1.39 -1.98 (-31.71)  
패널 B: 대규모 음(-)의 주문불균형 사건구간 전후 수익률과 주문불균형 

-50초 -40초 -30초 -20초 -10초 0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300]초

Adj_Ret (%) -0.245 -0.012 0.237 0.16 -0.134 -1.185 0.364 0.241 0.043 -0.016 0.299 1.164

(t-value) (-2.14) (-0.11) -2.05 -1.27 (-1.02) (-5.02) -2.6 -1.85 -0.38 (-0.13) -2.51 -2.95

% of orders 0.819 0.693 0.802 0.85 2.403 30.212 1.626 0.808 0.764 0.738 0.718 0.882

OIBSR(%) 0.01 -0.02 0.035 0.021 0.002 -31.535 0.04 0.014 0.015 0.061 0.002 0.019

(t-value) -1 (-0.80) -1.18 -2.02 -0.09 (-63.64) -1.32 -1.15 -1.83 -1.47 -1 -2.79

OIBnonSR(%) -4.382 -6.38 -1.855 -6.095 -3.131 2.272 -4.124 -8.494 -5.363 -3.411 -2.841 -7.015

(t-value) (-2.92) (-4.21) (-1.23) (-4.08) (-2.11) -2.44 (-2.76) (-5.69) (-3.51) (-2.28) (-1.87)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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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문제출/취소/정정 및 거래체결 사건발생 이후 주문제출건수의 위험률 
 
이 그림은 한국거래소가 2009 년 3 월 23 일부터 차세대 주문체결시스템인 EXTURE 를 가동한 이후 주문반응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KR7005930003)에 대해 정상주문/취소주문/정정주문이 접수되거나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그 직후에 쇄도하는 주문제출건수의 위험률을 3 월 23 일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위험률이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뒤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단위시간당 건수를 의미한다. 패널 A 는 EXTURE 가 도입되기 전 
2009 년 2 월 23 일부터 2009 년 3 월 20 일까지의 호가 및 체결자료로부터 계산된 결과이다. EXTURE 도입 전 자료의 경우 주문시각은 
0.01s 단위까지만 집계되므로, x 축의 시작점은 0.01s 이다. 패널 B 는 2009 년 3 월 23 일부터 2009 년 4 월 23 일까지의 호가 및 
체결자료로부터 계산된 결과이다. EXTURE 도입 이후부터는 주문시각이 0.001s 단위까지 집계되므로 x 축의 시작점은 0.001s 이다. 
패널 A 와 패널 B 모두 x 축과 y 축을 로그단위(log scale)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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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시간 
 
이 그림은 한국거래소가 2009 년 3 월 23 일부터 차세대 주문체결시스템인 EXTURE 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주문체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그림이다.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에 대해 2009 년 2 월 1 일부터 2009 년 4 월 30 일까지 일별로 
접속매매시간대에서 체결된 모든 거래를 분석하여 체결가능주문(=시장가주문 또는 체결가능한 
지정가주문)의 접수시각과 실제 체결시각간의 시간간격의 중앙값(Median), 1/4 분위값(Q1), 
3/4 분위값(Q3)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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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문접수건수의 시간적 주기성(Clock-time periodicity) 
 
이 그림은 삼성전자(KR7005930003)에 대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의 시각기준으로 주문접수건수의 시간적 주기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패널 A 와 패널 B 에서는 매 주문마다 당일 오전 0 시부터 거래소 주문접수시각까지의 시간을 ms 단위로 환산한 후, 
이를 10,000ms 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였다. 이 때, 그 나머지는 [0,1,…,9999](ms) 중 하나의 값을 갖게 되며, 해당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들의 건수를 하루 전체의 총 주문건수로 나누어줌으로써 그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이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패널 C 와 패널 D 에서는 개별주문의 당일 0 시부터 거래소 주문접수시각까지의 시간을 1,000ms 로 나누고, 같은 방법으로 
[0,1,…,999](ms) 의 각 나머지 값을 갖는 주문들의 건수가 전체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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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기적 주문제출이 주식거래량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이 그림은 삼성전자(KR7005930003)에서 주기적인 주문제출로 인해 주식거래량 및 유동성(호가스프레드 및 호가잔량)에도 시간적 
주기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패널 A 에서는 매 거래체결마다 당일 오전 0 시부터 거래체결시각까지의 시간을 ms 단위로 
환산한 후, 이를 1,000ms 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였다. 이 때 그 나머지는 [0,1,…,999](ms) 중 하나의 값을 갖게 되며, 해당 나머지 값을 
갖는 거래량을 하루 전체의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그 나머지 값을 갖는 거래량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패널 B 는 당일 오전 0 시부터 거래소 시각까지의 시간을 ms 단위로 환산한 후, 이를 1000ms 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였다. 이 때 그 
나머지는 [0,1,…,999](ms) 중 하나의 값을 갖게 되며, 해당 나머지 값을 갖는 시각에서의 평균 호가스프레드 및 평균 호가잔량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호가 스프레드(Quoted Spread)는 기본호가단위(tick)로 표시하였다. 호가잔량(Depth)은 최우선, 차우선, 차차우선 
매수호가 및 매도호가 잔량의 총합을 당일 거래량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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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가증권시장에서 Strategic Run의 총횟수 및 주문횟수/거래대금 
점유율의 월별 추세 
 
패널 A 는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보통주에서 발생한 Strategic Run 의 총 횟수를 월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패널 B 는 Strategic Run 에 의한 주문건수가 시장 전체의 주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Strategic Run 에 의한 거래대금이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월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이 때 Strategic Run 에 의한 거래대금은 Strategic Run 이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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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ategic Run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주문불균형 사건 전후의 
누적시장조정수익률(10초 단위) 
 
이 그림은 일중에서 Strategic Run 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주문불균형 사건 전후 [-50 초, +50 초] 
구간의 누적시장조정수익률(Cumulative Market-Adjusted Return, %)을 계산한 결과이다. 
접속매매거래시간(9:00-14:50)을 10 초 간격으로 분할하고, 각 종목별로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Strategic Run 에 의해 가장 큰 양(+) 또는 음(-)의 주문불균형이 발생한 상위 50 개의 구간을 
추출하여 이를 대규모 주문불균형 사건구간으로 간주한다. 사건 전후[-50 초, +50 초] 구간의 
누적시장조정수익률을 종목별로 계산한 후, 이를 횡단면 평균한다. 시장조정수익률은 
단순수익률로부터 동시간 동안의 KOSPI200 지수수익률을 차감한 시장조정수익률이다. 이 때 
단순수익률은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중간값(bid-ask midpoint)을 기준으로 10 초 
간격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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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2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 

한국 주식시장의 주식분할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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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인 재무이론에 의하면 주식가격은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적절한 

비율로 할인함으로써 결정된다. 특히 여러 주식들의 수익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익률 동조화(return comovement) 현상은 미래의 

현금흐름의 기대치나 할인율에 공통된 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Froot and Dabora, 

1999; Barberis, Shleifer and Wurgler, 2005; Pirinsky and Wang, 2006; Greenwood, 

2008; Boyer, 2011; Claessens and Yafeh, 2012; Cheng, 2012] 

이러한 수익률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의 흥미있는 연구결과 중 

하나는 Green and Hwang(2009)의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다. Green and 

Hwang(2009)은 어떤 주식이 주식분할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면, 그 주식의 

수익률은 분할 이후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대에 속한 다른 주식들과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주식분할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가격대별로 수익률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Green and Hwang(2009)은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가격대별로 주식을 별개의 그룹으로 

인식하는 행동재무학적 편의(behavioral bias)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으나, 투자자 유형별 거래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Kumar et al.(2012)은 ISSM/TAQ 자료를 사용하여 매 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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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달러 이하의 거래를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주식분할사건 및 전체 주식에서 관찰되는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umar et al.(2012)의 

방법은 매 거래당 5천달러 이하의 모든 거래가 반드시 개인투자자의 

거래라는 보장이 없으며, 개인투자자 중 거래당 5천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수익률 동조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분석결과에 일부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의 존재 여부 및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Kumar et al.(2012)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다. 첫째, 모든 거래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유형을 개인,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IFB/KRX DB)를 사용함으로써 Kumar et al.(2012)과 같은 투자자 구분에 

있어서의 오류 가능성을 피하였다. 둘째, 주식분할사건에서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에 각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Kumar et al.(2012)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수익률 동조화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익률 동조화에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에 쓰인 IFB/KRX 자료는 일중의 모든 호가 및 체결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투자자 유형이 일으키는 일중 가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수익률 동조화에 대한 기여분을 투자자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의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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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Green and Hwang(2009)이 

발견한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이 미국시장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인지, 혹은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식분할 이후의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Green and Hwang(2009)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분할비율이 

대부분 1:2 이며, 분할 이후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29 내외이다. 그러나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분할비율이 1:10 또는 1:5 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는 주식분할 이후의 주식가격이 평균 

3천원 내외의 낮은 가격에서 형성됨으로써, 주식분할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주식분할 이후의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따른 것이라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미국 주식시장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Barberis, Shleifer and Wurgler(이하 BSW, 2005)는 본질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원인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범주구분가설(Category-based view) 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주식들을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구분지어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형주/대형주, 

인터넷주/전통제조업주, 시장지수구성주/그외의 주 등과 같은 구분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투자자들이 본질가치와는 무관한 투자심리에 의해 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를 산다면, 소형주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대형주의 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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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히 오르게 됨으로써 각 그룹별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호영역가설(Habitat-based view)은 특정한 유형의 투자자는 특정 유형의 

주식들만을 거래하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는 투자자금의 한계로 인해 저가주 위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심리에 의해 저가주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은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원인이 주식들의 그룹별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시장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보거래자들에 의한 거래비중이 높으므로, 거시경제적 

정보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어떤 주요 뉴스가 발생하면 이 

주식들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주식들은 유동성이 낮아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제각각이므로 정보반영속도가 유사한 주식들간의 동조화 현상이 

차례로 시차를 두고 일어나게 된다. 이 중에서 범주구분가설(Category-based 

view)과 선호영역가설(Habitat-based view)은 동조화의 원인이 투자자의 

심리(또는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따른 수요충격으로 본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설(Sentiment-based view) 혹은 수요충격가설(Demand-based view)로 

부르기도 한다. 반면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은 동조화의 

원인을 시장의 마찰(friction)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마찰기반가설(Friction-based 

view)로도 부른다. 여기서 범주구분가설(Category-based view)과 

선호영역가설(Habitat-based view)은 BSW(2005)가 언급하였듯이 서로 다른 

실증적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Greenwoo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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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essens and Yafeh (2012), Kumar et al.(2012)과 같은 그 이후의 논문에서도 이 

둘을 유사한 가설로 묶어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147개 

주식분할사건에 대해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수익률의 명목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전후 시장베타의 변화나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분할주식과 유사한 특성(firm 

characteristic)을 가진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또 

수익률 동조화는 주식분할 공시일이 아닌 실제 주식분할일 이후로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정보의 공개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투자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수익률 동조화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매매는 

수익률 동조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 이것은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가 개인투자자의 거래에 의해 유발될 것이라는 추측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식분할 이후의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이후의 

명목가격이 낮을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식분할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investor 

sentiment)가 긍정적일수록 주식분할 이후에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저가주를 복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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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그룹(category)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심리가 양호한 시기일수록 분할된 주식 또한 이와 같이 복권특성을 가질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and Hwang(2009)에서와 같이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이 주식분할사건 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 그 주식과 

시가총액, 소속산업, 거래비용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주식들의 수익률 

및 시장수익률을 통제한 후에도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유사가격대 주식들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가주일수록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강하고, 고가주일수록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회사특성을 

통제했을 때, 수익률의 동조화 정도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 동조화 경향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것은 저가주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아 이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의해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지만, 고가주일수록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이 수익률 동조화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매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행동재무학적 편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투자자 유형 중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명목가격대별로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하여 거래하는 행동재무학적 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BSW(2005)가 제시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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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의 가설들 중 범주구분가설(또는 선호영역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수익률의 동조화 및 

주식분할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요약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 
 

Barberis and Shleifer(2003)는 투자자들이 주식의 스타일에 근거한 

투자행태(style investing)를 보인다면, 동일 스타일에 속하는 주식들간에 

수익률 동조화가 발생할 것임을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들은 어떤 주식이 

새로운 스타일 그룹에 속하게 되면, 해당 주식은 그 그룹과 수익률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arberis, Shleifer and Wurgler(BSW, 2005)는 S&P500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편입 전에 비해 S&P500 지수수익률과 보다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Kumar and Lee(2006)는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주식(소형주, 저가주 및 가치주 등)일수록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주식수익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Green and Hwang(2009)은 주식분할사건 전후에 명목가격대별로 수익률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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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주식분할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Kumar et al.(2012)는 ISSM/TAQ 

자료를 사용하여 매 거래당 5천달러 이하의 거래를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간주하였다. 특히 주식분할종목에서의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클수록, 개인투자자의 매매방향이 유사가격대 주식포트폴리오의 

개인투자자의 매매방향과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명목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로부터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개인투자자의 

매매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Cheng(2012)은 뮤추얼펀드가 보유주식을 급매처분(fire-sale)하는 사건에 

주목하여,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이 유사한 그룹간에 수익률 동조화가 

일어남을 발견하였다. 뮤추얼펀드의 급매처분에 의해 어떤 주식의 

기관투자자 지분이 감소하면, 그 주식의 수익률은 기관투자자 지분이 낮은 

다른 주식들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급매처분 전에 비해 

증가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한 저가주 및 

소형주일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환(2009)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개별 주식의 주식수익률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주식들간 수익률 동조화 경향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한국과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완전한 합리성에 

입각한 행태재무적인 해석이 성립하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이외에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다양한 사례가 실증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를 범주구분가설(Category-based view), 선호영역가설(Habita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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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및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Vijh(1994)는 S&P500 지수편입종목의 시장 베타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Vijh(1994)는 그 원인이 

S&P500 지수에 편입된 주식이 인덱스펀드 및 프로그램매매의 대상이 되므로 

편입 이전에 비해 시장수익률과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Greenwood(2008)는 구성주식의 명목가격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Nikkei225 

지수의 특성과 관련된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시가총액이 작고 가격이 

높은 주식은 이 지수 안에서 자신의 시장가치에 비해 많은 가중치를 받게 

되어, 예를 들면 인덱스펀드 등에 의한 투자금액이 집중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주식들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지수수익률과의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지수수익률과의 동조화로 인해 본질가치와 멀어진 

주식가격은 장기적으로 본질가치로 회귀할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이익기회가 존재함을 보였다. Boyer(2011)는 S&P/Barra에 의한 주식의 

가치주/성장주 분류가 실제로는 그 기준이 부정확하거나 자의적일 수 

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이 과신함으로써 가치주/성장주 그룹별 수익률 

동조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Froot and Dabora(1999)는 Royal Dutch 주식과 

Shell 주식의 현금흐름이 완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상장된 

국가에 따라 Royal Dutch (미국-NYSE)와 Shell (영국-LSE)의 수익률이 다르며, 

각 주식의 수익률이 해당 국가의 시장수익률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Pirinsky and Wang(2006)은 기업의 주식수익률이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주식수익률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기업들과의 현금흐름에서 동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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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본질가치와는 무관하다. 결국 

투자자들은 같은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주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같은 방향으로 매매한다고 볼 수 있다.  

Claessens and Yafeh(2012)는 BSW(2005)의 방법론을 40개 국가에 대해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국가의 주요시장지수에 신규 편입한 종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을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편입이후 주식의 수익률은 편입 

전에 비해 지수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Morck et al.(2000)은 주식수익률 동조화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저소득국가일수록 한 국가 내의 주식간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은 저소득국가일수록 개별 회사의 

주가가 고유의 본질가치보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김윤영(2011)은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간의 주가 동조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거시적 펀더멘탈과 무관한 요소들 간의 동태적 동조화가 특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였다. 

 

2.2 주식분할 사건에 관한 선행연구 
 

주식분할 사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가격효과와 변동성 증가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주현, 서정우, 황규영(2004)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 전후 1개월의 기간에서 양(+)의 가격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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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조정일(2007)은 주식분할 1개월 전후의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초과수익률이 관찰되지만, 1년 이후의 장기간에서는 음(-)의 초과수익률로 

반전되므로 주식분할에서의 장기적 가격효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Kim and Byun(2010)은 주식분할시점에서 투자자의 

투자심리(investor sentiment)가 긍정적일수록 주식분할 전후 단기적인 양(+)의 

가격효과가 커지지만, 이러한 가격효과는 12개월 이내에 반전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식분할사건에 대해 과잉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 

Ohlson and Penman(1985)은 주식분할 이후 수익률의 변동성이 30%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은 투자자들이 주식분할로 인한 가격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Desai et al.(1998)은 주식분할 이후 증가하는 

변동성이 정보거래자와 노이즈거래자 모두에게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진우, 김경순, 이진훤(2010)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 

이후의 변동성 증가가 주로 소액투자자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3. 자료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주식분할 공시자료로부터 2000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유가증권시장(KSE)에서 발생한 

주식분할사건들을 수집하였다. 동 기간에서 발생한 주식분할건수는 총 

184개이다. 이 중에서 분할 전 1년간 및 분할 후 1년간의 일별 주가, 일별 

시가총액, 일별 거래량 정보가 빠짐없이 Fnguide DB에 존재하며, 주식분할일 

직전 년도 말 기준으로 장부가대시가비율(B/M)을 계산할 수 있는 15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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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사건을 먼저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건 중에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일중 체결데이터가 IFB/KRX DB에서 완전히 존재하는 사건만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식분할사건은 총 147개이다. 

또 주식분할과는 별도로, 전체 상장주식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년간의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일별 주가, 시가총액, 거래량 

및 B/M 자료를 Fnguide DB로부터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표 1>은 유가증권시장(KSE)에서 2000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일어난 

147개의 주식분할사건 및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전체 주식의 

가격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A는 각 연도별로 주식분할 

건수 및 분할 전후의 주식가격의 중앙값(median)을 나타내었다. 분할 비율이 

1:10인 경우가 83건으로 가장 많으며, 1:5 미만인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적다. 

1:5 미만인 경우 1:2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1:2.5와 같은 분할비율인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대체로 주식분할 전 가격의 중앙값(median)은 1만원~3만원 

사이이며, 주식분할 후 가격의 중앙값(median)은 2천원~4천원 사이이다. 패널 

B는 각 연도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주식의 명목가격을 크기 순으로 10 

그룹으로 나누어 그 구분점의 가격을 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패널 

A에서의 주식분할 전 가격의 중앙값은 대체로 전체 상장주식의 상위 50% 

이상, 주식분할 후 가격의 중앙값은 하위 40% 이하에 해당한다. 패널 C는 

147개 주식분할사건을 분할 전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10 그룹으로 나누어 그 

구분점의 가격을 표시하고, 각 그룹별로 분할비율별 주식분할 건수를 

나타내었다. 분할 전 주식의 명목가격이 높을(낮을)수록 분할비율이 

높은(낮은)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박진우, 김경순, 이진훤(2010)의 연구에서 



 

 99 

보고된 것과 같다.   

 

4. 분석결과 
 

주식분할은 그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며 단지 명목가격만을 낮추는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분할은 투자자들이 가격대에 따라 주식들을 

별도의 그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범주구분가설(또는 선호영역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분할사건에서 Green and Hwang(2009)이 보고한 것과 같은 

주식분할 전후 유사가격대에 속한 다른 주식과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조화 현상에 대한 

투자자 유형별(개인,기관,외국인,기타투자자) 기여분 및 동조화 현상의 

결정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가격대별 주식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이 주식분할 사건 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4.1 주식분할 전후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먼저 Green and Hwang(2009)의 방법을 따라, 주식분할 전후 유사가격대에 

속한 다른 주식과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각 

주식분할 사건마다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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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 = 10이다.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할기업 자신의 수익률의 기여분은 제외한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고가주의 

지수수익률( ti,HighPrc,R )은 분할 전 가격과 유사한 가격대에 속하는 다른 

주식들의 평균수익률이며,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ti,LowPrc,R )은 분할 후 가격과 

유사한 가격대에 속하는 다른 주식들의 평균수익률이다.  

<표 2>는 주식분할을 한 개별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을 대상으로 분할종목의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추정된 회귀계수의 평균 및 R2
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분할 전 1년은 [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13개월 전 ~ 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의 12개월이며, 분할 후 1년은 [분할 후 

최초거래일로부터 1개월 후 ~ 분할 후 최초거래일로부터 13개월 후]까지의 

12개월로 정의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식(1)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식(2)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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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에서 단일변수 회귀분석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기간에서 추정한 

LowPrcβ∆ 는 0.249이며, t 값이 8.54로 매우 유의하다. 2R∆ 의 경우도 약 

0.087이고, t 값도 8.08로 매우 유의하다. 이는 주식분할 후에 가격이 낮아진 

주식이 분할 전에 비해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강하게 일으킨다는 

Green and Hwang(2009)의 발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변수 회귀분석의 경우,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LowPrcβ∆ 는 0.261이며, t 값도 7.02로 매우 

유의하고,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의 수치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HighPrcβ∆ 의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하나 t 값이 -1.0 내외로 

유의하지 않다. 패널 A에서 표본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여도 

두 기간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특정 표본기간에 국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패널 B에서도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경우 LowPrcβ∆  는 0.259로 

유의하고, 이변수 회귀분석에서도 LowPrcβ∆ 는 0.207로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명목가격대별로 

주식들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는 가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reen and Hwang(2009)의 미국시장에 대한 결과와는 달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HighPrc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확실히 알기 어려우나, 한가지 가능성은 주식분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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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market-wide 

information)가 보다 원활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일 수 있다. 12  Green and 

Hwang(2009)은 미국시장의 경우 상장주식들의 대부분이 저가주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저가주의 수익률이 고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가깝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년 초 기준으로 명목가격이 상위 25%에 속하는 고가주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을 표본기간 10년간 연도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결과 

약 77%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수익률(=KOSPI 

지수수익률)은 고가주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분할 이후 주식수익률이 시장수익률(≒고가주의 수익률)과 보다 가깝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이는 HighPrcβ∆  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주식분할 이후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에 의해 HighPrcβ∆ 가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거래활성화에 

의해 HighPrcβ∆  가 증가하는 효과와 서로 일정부분 상쇄됨으로써 HighPrcβ∆ 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2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에 
관한 검토 
 

이 절에서는 <표 2>에 제시된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12 147개 주식분할사건에 대해 계산한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의 종목별 일평균회전율

의 횡단면 평균값은 각각 1.55% 와 2.46%로, 분할 이후 약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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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구분가설(또는 선호영역가설) 이외의 가설로서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4.2.1 시장베타와 수익률 동조화 
 

Brennan and Copeland(1988)는 주식분할 이후 시장베타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바 있다. 13 

Brennan and Copeland(1988)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주식분할 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시장베타의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일 수 있다.  

<표 3>은 시장수익률을 통제한 후에도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관찰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목마다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 ti,tMkt,iMkt,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Mkt,iMkt,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Mkt,R 와 ti,LowPrc,R 는 각각 

KOSPI 지수수익률 및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위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차이의 평균 및 R2 값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패널 A에서 먼저 단일변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식분할 전후에 

                                            
13 “We have identified a temporary increase in the average beta of stocks on both the split-announcement 
date and the date the split becomes effective; ….(중략)…, and we have no explanation for them at present.”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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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βΔ  는 0.218 이며, t 값이 7.09 로 매우 유의하다. 또 2R∆ 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는 Brennan and Copeland(1988)가 발견한 것과 같이 

주식분할 이후 시장베타가 증가하는 현상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가주의 지수수익률과 KOSPI 지수수익률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하여 이변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ktβΔ 는 유의성이 

사라지거나 음수(-)로 바뀌는 반면 LowPrcβΔ 는 여전히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다. 표본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결과는 유사하다. 패널 

B에서도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경우 시장베타가 유의하게 증가한다. 반면 

이변수 회귀분석을 실행하면 LowPrcβΔ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갖지만 MktβΔ  

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분할 후 

저가주와의 가격동조화가 시장베타의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4.2.2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 
 

BSW(2005)의 정보확산가설에 의하면 시장의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에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구성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우월한 투자자들에 의해 주로 거래되므로, 이들의 

거래에 의해 정보가 가격에 당일날 즉시 반영된다. 그러나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정보가 며칠에 걸쳐 천천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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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에 비추어보면 주식분할 후 저가주와의 동조화 현상은 분할 후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 전보다 정보가 더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Green and Hwang(2009)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일단위 뿐만 아니라 주단위 단위의 빈도로도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일단위 회귀분석과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확산가설을 통해 동조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SW(2005)와 같이 

Dimson(1979)의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imson(1979)의 

방법이란, 주식분할일 기준으로 전후 5일간의 수익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여기서 얻은 베타들의 합을 실질적인 베타(true beta)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정보가 반영되는데 주식마다 다소간의 시간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사건 전후 5일 이내로는 그 정보가 가격에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전후 5일간의 일별 수익률에 대한 베타들의 합은 

정보확산속도의 차이 문제가 해소된, 다시 말해 정보가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 상황에서의 베타라고 볼 수 있다.  

<표 4>는 주식분할시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정보확산가설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 )
ti,

5

5s
sti,LowPrc,

s
iLowPrc,iti, εRβαR ++= ∑

−=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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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i,

5

5s
sti,HighPrc,

s
iHighPrc,sti,LowPrc,

s
iLowPrc,iti, εRβRβαR +++= ∑

−=
++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는 각 분할종목별로 ( ) ( )iLowPrc,

5

5s

s
iLowPrc, ββ ≡∑

−=
 (Dimson 

beta)와 R2
를 구한 후, 주식분할 전후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 이변수 회귀분석에서는 ( )∑
−=

5

5s

s
iLowPrc,β  및 ( ) ( )iHighPrc,

5

5s

s
iHighPrc, ββ ≡∑

−=
를 

구한 후, 주식분할 전후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경우, LowPrcβΔ 가 약 0.220, 2ΔR 이 약 

0.094로 <표 2>에서의 0.249, 0.087과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이변수 

회귀분석의 경우도 cPrLowβΔ  가 약 0.181로 <표 2>에서의 0.261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다. HighPrcβΔ 는 <표 2>에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 기간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여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시장의 마찰에 

의한 정보확산속도의 차이가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동조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일부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동조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4.2.3 분할종목과 대응종목의 비교 
 

명목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한가지 가설은 분할 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그 분할 주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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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종목특성(firm characteristic)을 가진 다른 종목에서도 같은 시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는다면,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투자자들이 명목가격대에 따라 주식을 별개의 

그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종목특성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Green and Hwang(2009) 및 BSW(2005)의 

방법을 따라 분할종목과 같은 산업군에 속하면서 시가총액규모가 비슷한 

대응종목을 선정하여 저가주와의 동조화 현상의 발생여부를 비교하였다. 

대응종목은 분할종목과 같은 산업에 속하면서 주식분할일과 

주식분할일로부터 12개월 전에 분할종목과 각각 같은 시가총액 그룹(decile 

기준)에 속해 있고, 주식분할을 하지 않은 종목들 중 무작위로 하나를 

추출하여 정한다. 여기서 산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른다. 총 147개 분할종목 중 위의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는 대응종목을 찾을 수 없는 14개의 분할종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총 분할종목 수는 133개이다. 먼저 분할종목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두 기간을 대상으로 식(1)과 식(2)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 값의 

변화를 구한다. 같은 방법으로 대응종목에 대해서도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 값의 변화를 구한다. 그리고 분할종목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 값의 변화로부터 대응종목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 값의 변화를 

차감하여 그 차이가 유의한지 검토하였다. 

<표 5>의 패널 A에서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LowPrcβ∆∆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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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이 각각 0.202, 0.037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즉 

분할종목의 베타변화가 대응종목의 베타변화보다 더 크며, 설명력도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변수 회귀분석에서는 LowPrcβ∆∆ 가 0.224 로 

역시 유의하고, HighPrcβ∆∆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B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주식분할 전후 베타의 변화는 

대응종목보다 분할종목에서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므로, 분할종목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익률 

동조화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분할종목과 대응종목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의 1년을 대상으로 

추정기간을 변화시켜 가며 이변수 회귀분석을 실행하고, 그 결과 얻어진 

LowPrcβ 와 HighPrcβ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예컨대 Month 가 -3인 

경우,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3개월 ~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정된 베타를 의미한다. 또 Month 가 -5인 경우,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5개월 ~ -1개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된 베타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Month 가 +3인 경우, 주식분할일로부터 +1개월 ~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정된 베타를 의미한다.   

패널 A에서 분할종목의 경우, 분할 전후 1년보다 짧은 표본기간에서도 

주식분할 이후 LowPrcβ 가 두드러지게 증가함으로써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만 HighPrcβ 의 경우 분할 전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대응종목은 분할 전후 LowPrcβ 와 HighPrcβ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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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널 B의 

경우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분할종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에서 분할종목과 대응종목 모두 분할 전과 후에 LowPrcβ 가 

HighPrcβ 보다 큰 값을 갖는 이유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Green and Hwang(2009)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Green and 

Hwang(2009)은 이에 대해 상장주식들의 대부분이 저가주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시장수익률은 저가주의 수익률을 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주식들이 일반적으로 고가주보다는 저가주와의 동조화 현상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주식시장에서 시장수익률은 고가주의 수익률을 더욱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Green and Hwang(2009)의 주장과 같이 주식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주식분할 전의 분할종목들은 유사한 

가격대의 고가주와의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발생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고가주들간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약한 것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강도는 그 주식이 속한 

명목가격대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4.2.4 주식분할 공시일과 실제 주식분할일의 가격효과 비교 
 

주식분할 이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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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사건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주식분할은 단순히 액면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information-free event)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주식분할이 

정보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 예컨대, 주식분할은 

경영자가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Brennan and Copeland, 1988; McNichols and Dravid, 1990; Brennan and Hughes, 

1991] 그러므로, 만약 주식분할사건이 같은 시기에 저가주들의 그룹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사건(information event)이라면,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 그룹과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주식분할이 

정보사건이라면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공시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분할 이후 

낮아진 명목가격에 대해 투자자들이 분할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 

것이라면(범주구분가설 또는 선호영역가설),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실제 

주식분할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이다.14 

<표 6>은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식(1)과 식(2)의 회귀분석을 

기간별로 실시한 다음, 베타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낸 표이다. 구체적으로 

                                            
14 현재 주식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에서 주식분할이 결정되면, 주식분할 예정일, 분

할목적, 분할비율, 매매거래 정지기간, 신주권 상장예정일 등이 함께 공시된다. 주식분할 공시 

이후에도 매매거래 정지기간 전일까지는 기존의 가격대에서 거래가 계속된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지나 신주가 상장되고 거래가 재개되면 분할비율에 따른 새로운 가격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147건의 주식분할사건의 경우, 주식분할 공시부터 매매거래 정지일까지는 평균 

64 일이고,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평균 11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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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분할종목마다 ①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1년 전 ~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5일 전 (pre-Announcement period), ②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5일 후 ~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 (Announcement period), ③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로부터 5일 후 ~ 주식분할 후 30일(또는 60일,90일,120일) (post-

Split period) 의 세 기간에 대해 각각 베타를 추정한다. 그리고 기간별로 

베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공시일이 아닌 실제 

주식분할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 

주식분할 공시 전후의 LowPrcβ∆ 는 -0.016이며, 그 t 값은 -0.39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 실제 주식분할일 전후의 LowPrcβ∆ 는 Post-split period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유의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변수 회귀분석의 경우에서도 

주식분할 공시 전후의 LowPrcβ∆ 의 t 값은 0.73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주식분할일 전후의 LowPrcβ∆ 가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와 같다. 다만 주식분할공시 전후 HighPrcβ∆ 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분할공시에 따른 정보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같은 기간의 LowPrcβ∆ 의 값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보효과의 존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결국 <표 6>의 결과는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이 투자자들이 명목가격대에 따라 주식들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한다는 범주구분가설(또는 선호영역가설)을 지지하는 증거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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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식분할 전후 베타변화의 분해 
 

주식분할 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투자자 집단은 

누구일까? Green and Hwang(2009)는 이들이 개인투자자일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Green and Hwang(2009)이 사용한 CRSP 자료는 투자자 유형 

구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Kumar et 

al.(2012)는 2000년 이전의 ISSM/TAQ 자료로부터 매 거래당 5천달러 이하의 

거래를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수익률 동조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umar et 

al.(2012)의 경우, 매 거래당 5천달러 이하의 모든 거래가 반드시 

개인투자자의 거래라는 보장이 없으며, 개인투자자 중 매 거래당 5천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수익률 동조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Kumar et al.(2012)이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분할매매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한 거래당 5천달러 

이하의 거래를 개인투자자의 거래로 간주하는 Kumar et al.(2012)의 방법론은 

더 이상 최근의 자료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umar et al.(2012)와 달리,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된 일중 

주문/체결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써서 수익률 동조화에 기여하는 

투자자 집단의 유형과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IFB/KRX DB 는 주식시장의 모든 호가 및 체결에 관한 

완전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투자자 유형 구분(개인/기관/외국인/기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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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일중 거래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투자자 유형 및 

체결가격과 거래량/거래대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Green and Hwang(2009) 및 Kumar et al.(2012)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주식분할 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주로 

개인투자자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주식분할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의 패널 A는 주식분할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기간 

동안 각 투자자 그룹이 체결(initiate)시킨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목별로 구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한 결과이다. 이 때 

기존의 지정가주문에 의해 호가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늦게 

접수된 주문이 기존의 호가와 매치되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주문이 거래를 체결(initiate)시켰다고 본다. 이처럼 나중에 접수된 

주문을 기준으로 거래체결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문이므로 베타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Month의 경우 

예를 들어 [-13,-1]은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13개월전 ~ 

1개월전까지의 12개월을 의미한다. 또 [+1,+13]은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부터 1개월후 ~ 13개월후까지의 12개월을 의미한다. 표의 맨 

아래에서는 각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기간 사이에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t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은 3.7% 포인트 증가했으나, 기관 및 기타투자자는 각각 -2.1%, 

-1.6% 포인트만큼 감소하였다. 또 외국인은 주식분할 전후로 별다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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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고 있다. 패널 B는 147개의 주식분할종목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 

1년간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 변화(=[+1,+13]-[-13,-1])의 횡단면 

분포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개인의 점유비중이 증가한 종목의 경우 그 

증가폭은 14.7% (90th), 7.7% (75th) 포인트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다. 반면 

거래대금 점유비중이 줄어든 종목의 경우 그 감소폭은 -0.8%(25th), -2.8%(10th) 

포인트 정도로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기관과 기타투자자는 대체로 

거래대금 점유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은 거래대금 점유비중의 

증가폭과 감소폭이 대체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폭이 3.0%(90th) 

포인트, 감소폭이 -2.8%(10th) 포인트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식분할 후의 수익률의 움직임은 개인투자자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도 이들의 거래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투자자 유형이 일으키는 일중 가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수익률 동조화에 대한 투자자 유형별 기여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였다. <표 

8>은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2>에서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의 LowPrcβ∆ 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t,i,CPP 를 i 종목의 t 일의 종가라고 하면, 식 (1)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 

iLowPrc,β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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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owPrc,

1ti,CP,

1ti,CP,t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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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wPrc,

ti,LowPrc,ti,2
iLow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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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i,LowPrc,iLowPr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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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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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1β

εRβαR

 

 

t-1 일의 종가와 t 일의 종가간의 가격차이는 다음과 같이 시간대별 

가격변화의 합으로 분해된다: 

[ ] [ ] [ ]
ti,Opening,ti,,Continuousti,Closing,

1t,i,CPt,i,OPt,i,OPt,i,EDt,i,EDt,i,CP1t,i,CPt,i,CP

ΔPΔPΔP
PPPPPPPP

++=

−+−+−=− −−

 

 

t,i,OPP 는 t 일의 시가, t,i,EDP 는 t 일의 접속매매의 마지막 체결가, t,i,CPP 는 t 

일의 종가이다. 각 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의 가격변화 :  [ ] ti,Closing,ti,ED,ti,CP, ΔPPP ≡−  

접속매매 시간대의 가격변화:   [ ] t,i,Continuoust,i,OPt,i,ED PPP Δ≡−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의 가격변화:  [ ] ti,Opening,1ti,CP,ti,OP, ΔPPP ≡− −  

 

각 시간대별 가격변화를 각 투자자 그룹별 기여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접속매매 시간대의 가격변화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Continuousti,Others,ti,Fore,ti,Inst,ti,Indiv,
Continuous

ti,oup,InvestorGrti,,Continuous ΔPΔPΔPΔPΔPΔ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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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up,InvestorGrΔP 는 각 투자자 그룹이 주식 i 의 t 일의 해당 시간대에서 일으킨 

가격변화의 총합을 뜻한다. 예컨대 t,i,IndivPΔ 는 접속매매 시간대에서 

개인투자자가 체결(initiate)시킨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가격변화(직전 

체결가격과의 차이)의 총합이다. 마찬가지로 t,i,InstPΔ , t,i,ForePΔ , t,i,OthersPΔ 는 

각각 기관, 외국인, 기타투자자가 체결시킨 거래에 의한 가격변화를 합산한 

값이다.  

반면 시가 및 종가시간대의 단일가매매의 경우, 주문을 누적한 후 한번에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주도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시가 

및 종가 시간대의 투자자별 가격기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시가 

시간대의 가격변화가 양(음)인 경우, 투자자별 매수량(매도량)의 비율만큼 

가격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전날 종가대비 오늘의 

시가가 1000원 만큼 오르는 경우, 시가 시간대에 총 거래량이 100주였고, 이 

중에 개인투자자가 60주, 기관투자자가 40주를 매수했다면 개인투자자는 

+600원, 기관투자자는 +400원 만큼 가격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종가 

시간대의 투자자별 가격기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시가 시간대와 종가 시간대의 가격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 ]Openingti,Others,ti,Fore,ti,Inst,ti,Indiv,
Opening

ti,oup,InvestorGrti,Opening, ΔPΔPΔPΔPΔPΔP +++== ∑ , 

[ ]Closingti,Others,ti,Fore,ti,Inst,ti,Indiv,
Closing

ti,oup,InvestorGrti,Closing, ΔPΔPΔPΔPΔPΔ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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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격변화를 그 시간대별/투자자별 기여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iLowPrc,β 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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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는 시간대를 나타내며, 접속매매(Continuous), 

시가단일가매매(Opening), 종가단일가매매(Closing) 중 하나이다. Investor는 

투자자 구분을 나타내며, 개인(Indiv), 기관(Inst), 외국인(Fore), 

기타투자자(Others) 중 하나이다. 위 식에 의해 iLowPrc,β 는 시간대별, 

투자자별로 총 3 x 4 = 12개의 항으로 분해됨을 알 수 있다. 

<표 8>은 각 주식분할종목을 대상으로, 주식분할 전 1년과 주식분할 후 

1년에 대해 각각 얻어진 iLowPrc,β 를 위의 방법에 따라 각 시간대별 및 

투자자별 기여분으로 분해한 후, 주식분할 전후 각 기여분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패널 A는 <표 2>의 패널 A의 



 

 118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 얻어진 LowPrcβΔ (=0.249)를 분해한 결과이며, 패널 B는 

같은 방법으로 <표 2>의 패널 B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에서 얻어진 

LowPrcβΔ (=0.259)를 분해한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에서 접속매매시간대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기여분이 0.198로 가장 

크고, t 값이 4.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기관, 외국인, 기타투자자는 

동 시간대에서 베타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거나, 음(-)의 기여를 

나타낸다. 시가 시간대의 경우에도 개인투자자들이 각각 0.060 만큼 기여하며, 

t 값이 2.89로 유의하다. 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는다. 

종가 시간대의 경우 모든 투자자 그룹에서 유의한 기여를 나타내지 않는다. 

투자자별로 볼 때, 개인투자자가 0.252로 전체 베타변화(0.249)의 약 101%를 

설명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거의 기여하지 않거나, 약한 음(-)의 기여를 

나타낸다.  

패널 B에서는 접속매매시간대에서 개인투자자의 기여분이 0.0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가장 큰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관과 기타투자자의 경우 동 시간대에서 음(-)의 기여를 나타내며, 

외국인투자자는 약한 양(+)의 기여를 하고 있다. 시가 시간대에서 

개인투자자의 기여분은 0.218로 가장 크며, t 값도 4.26으로 매우 유의하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베타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않거나 음(-)의 기여를 

나타낸다. 종가 시간대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유의한 양(+)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값은 0.003 정도로 크지 않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전체가 0.293으로 전체 베타변화(0.259)의 약 113% 만큼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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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관, 외국인, 및 기타 투자자들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음(-

)의 기여를 하고 있다. 결국 <표 8>의 결과로 볼 때 베타의 증가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체결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화에 의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Green and Hwang(2009) 및 Kumar et al.(2012)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정확한 

투자자 유형 구분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베타를 분해함으로써 

주식분할 전후의 베타의 변화를 초래하는 투자자 유형이 개인투자자임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umar et al.(2012)는 

개별 종목 및 명목가격대별 포트폴리오에 대해 각각 개인투자자의 

거래불균형 변수(BSI : Buy-Sell Imbalance)를 정의하고, 주식분할 전후 이를 

시장초과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얻은 잔차간의 상관계수의 변화(RTC: 

Retail Trade Correlation) 및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RTP: Retail Trade Proportion) 

변화가 베타의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umar et al.(2012)의 방법은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구체적으로 베타의 변화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의 베타분해방법은 Kumar et 

al.(2012)와 달리 특별한 변수나 모형의 도입이 필요치 않으며, 투자자 

유형별로 베타변화에 대한 기여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4 주식분할 전후 베타 변화의 결정요인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은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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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가격대별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에서는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베타의 증가)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행동재무학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로 시장가치(size)가 클수록 명목가격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Green 

and Hwang(2009)] 이 때문에 대형주이면서 고가주인 종목이 주식분할을 하여 

저가주가 되는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이 종목이 소형주라고 믿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이 종목을 소형주이고 저가주인 다른 

종목들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저가주와의 가격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성립한다면 분할종목이 대형주일수록 분할 전후의 베타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소형주의 경우, 대체로 분할 전에도 가격이 높지 않아서 저가주 

그룹과 수익률이 이미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할 전후에 베타 

변화가 크게 나타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할 후의 주식가격이 낮을수록 베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들의 거래종목은 주로 

저가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할 후의 주식 

가격이 낮을수록 개인의 거래가 더욱 많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행동재무학적 편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베타의 

변화가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Investor Sentiment)가 낙관적인 시기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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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후 베타의 변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umar(2009)에 의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저가주를 복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저가주들은 소액을 투자할 수 있고, 비체계적 

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이 큰 경향이 있으므로 적은 투자액 대비 대규모 

양(+)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과 유사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투자자들이 저가주를 복권특성을 가진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분할된 주식 또한 (실제로는 본질가치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권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자심리가 긍정적인 때일수록 분할된 저가주가 복권과 같이 큰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할주식을 다른 

저가주들과 같은 방향으로 거래하는 현상이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주식분할 전후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많이 증가한 

주식일수록 베타의 변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주식분할 이후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으로써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 투자자는 행동재무학적 편의와 대체로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개인투자자가 유발하는 수익률 동조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식분할 전후 기관, 외국인 및 기타 투자자의 

거래비중의 증가는 베타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없거나, 혹은 베타의 

변화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표 9>는 주식분할사건들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베타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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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식(2)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각 주식분할 사건마다 베타의 

변화를 HighPrcLowPrcCumulative βββ ΔΔΔ −≡ 로 정의하고, CumulativeβΔ 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Size는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에 Log를 취한 값이며, Presplit Price (Postsplit Pric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주식가격에 Log를 취한 값이다. 15 

Sentiment는 주식분할 직전 월의 투자심리지수(Investor Sentiment Index)이다. 

이 때 월별 투자심리지수는 Baker and Wurgler(2006)의 방법을 한국시장에 

대해 수정하여 적용한 Kim and Byun(2010)의 방법을 따라 계산하였다. 16 

Δ Individual은 해당 분할종목에서, 주식분할 이후 1년간 개인투자자가 

체결시킨 거래대금 비중에서 주식분할 이전 1년간 개인투자자가 체결시킨 

거래대금 비중을 차감한 값이다. Δ Institution, Δ Foreigner 및 Δ Other 

investor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한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15 Log(Size) 대신 전체 주식을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의 크기 순으로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분할주식이 속한 Size Decile(1=Smallest, 10=Largest)을 기업규모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

사한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는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Kim and Byun(2010)에 따라 Month t의 투자심리지수를 다음과 같이 6개 주요 

투자심리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t1t

1t1t1t1tt

SR0.472TURN0.141
CD0.583CEI0.571FUND0.209BSI0.219Sentiment

−−

−−−−

⋅+⋅+
⋅+⋅+⋅+⋅=

 

BSI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의 불균형, FUND는 주식형펀드의 순유입비율, CEI는 소비자기대

지수, CD는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 TURN은 주식시장의 회전율, SR은 주식발행액을 주식발행

액과 채권발행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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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의 일단위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Size 변수는 대체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Green and Hwang(2009)의 결과와 유사하게 

투자자들이 회사규모와 주가의 대략적인 비례관계를 과신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패널 B에서 주단위 회귀분석의 경우 Size 변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률 

동조화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들이 회사규모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맹신하기 때문이라는 실증적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할 

전 주가(Presplit price)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할 후 주가(Postsplit price)가 

낮을수록 CumulativeβΔ 가 커진다. 이는 분할 후 주가가 낮을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조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 시장의 투자심리(Sentiment)가 낙관적일수록 분할 전후 

CumulativeβΔ 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패널 A의 모형 

(II)에서 Sentiment가 1σ 만큼 증가하면 CumulativeβΔ 는 0.185 만큼 증가한다. 또 

패널 B의 경우에서도 모형 (II)에서 Sentiment가 1σ 만큼 증가하면 CumulativeβΔ 는 

0.423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심리가 낙관적인 때일수록, 분할된 

주식이 다른 저가주들과 같이 큰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개인투자자가 믿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베타변화가 커진다는 추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패널 A와 패널 B 모두 Δ Individual이 클수록 베타의 변화가 대체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개인투자자의 행동재무학적 편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베타의 변화가 커진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반면 Δ Institution, 

Δ Foreigner 및 Δ Other investor의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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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식분할 전후 베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 증가 및 투자심리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 증가는 베타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거나, 혹은 베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5 전체 주식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이 절에서는 명목가격대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주식분할사건 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6개 모형으로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한 후, 그 추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6개의 모형들은 

명목가격 이외의 다른 종목특성(시가총액, 시장수익률, 소속산업, 거래비용, 

B/M 및 모멘텀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의 동조화를 각각 통제한 

후,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Model (1): ti,tMkt,Mktti,Prc,Prciti, εRβRβαR +++=  

Model (2): ti,tMkt,Mktti,Size,Sizeti,Prc,Prciti, εRβRβRβαR ++++=  

Model (3): ti,tMkt,Mktti,Ind,Indti,Prc,Prciti, εRβRβRβαR ++++=  



 

 125 

Model (4): ti,tMkt,Mktti,TC,TCti,Prc,Prciti, εRβRβRβαR ++++=  

Model (5): ti,tMkt,Mktti,TC,TCti,Ind,Indti,Size,Sizeti,Prc,Prciti, εRβRβRβRβRβαR ++++++=  

Model (6): ti,ti,DGTW,DGTWtMkt,Mktti,TC,TCti,Prc,Prciti, εRβRβRβRβαR +++++=  

 

종속변수는 주식 i 의 수익률이다. 각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매년 전체 횡단면 주식을 각각 5개씩의 명목가격(Price)그룹, 

시가총액(Size)그룹,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으로 나눈다. 

명목가격(Price)그룹은 직전 년도 말의 종가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시가총액(Size)그룹은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은 직전 년도 1년간의 거래비용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이 때 거래비용은 종목별로 

1년간 발생한 모든 거래체결사건마다 유효스프레드(effective spread; effective 

spread = |execution price – previous bid/ask midpoint|/(previous bid/ask midpoint))를 

구하고, 이를 평균한 값으로 정의한다. 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라 각 종목의 

소속산업(Industry)을 구분한다. ti,Prc,R 는 종목 i 와 같은 명목가격(Price)그룹에 

속하지만, 다른 시가총액(Size)그룹과 다른 산업(Industry)그룹 및 다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ti,Size,R 는 종목 i 와 같은 시가총액(Size)그룹에 속하지만, 다른 

명목가격(Price)그룹과 다른 산업(Industry)그룹 및 다른 거래비용(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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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그룹에 속한 종목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ti,Ind,R 와 ti,TC,R 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tMkt,R 은 KOSPI 지수수익률이다. DGTW는 Daniel et 

al.(1997)의 방법을 따라 정의된 125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중 주식 i 와 

대응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다. 17  (이 때 종목 i 와 같은 

명목가격(Price)그룹에 속한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표준오차는 Petersen(2009)의 방법에 따라 종목과 연도에 대해 모두 

군집화(cluster)하여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구성하고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회귀모형에서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널 A에서 Prcβ 의 추정치는 회귀모형에 따라 0.083 ~ 0.157의 

범위에서 움직이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또한 패널 B에서 Prcβ 의 추정치는 0.080 ~ 0.163 정도의 범위에 

속해 있어 패널 A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값을 보인다. 또한 <표 10>에서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종목과 연도 중 한 변수에 대해서만 군집화(cluster) 

처리하는 경우에도 t 값은 매우 유의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17 Daniel et al.(1997)에서는 Size, B/M, 모멘텀(momentum)을 기준으로 5x5x5=125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 상장주식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이와 같이 125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개별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는 주식 수가 10개 미만이 되어 일부 주식에 비정상적 수익률(outlier)이 존재하는 경우 포트

폴리오의 수익률이 이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건성 검정을 위해 

3x3x3=27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 9>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125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와 결과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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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주식분할 사건 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가격대별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증거이다.18  

 

4.6 전체 주식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투자자별 거래비중 
 

<표 10>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가격대별로 수익률의 

동조화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특히 고가주에서는 

가격대별 동조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0>에서 Prcβ 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로 저가주들간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명목가격대별로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18 <표 10>의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정을 위해 Green and Hwang(2009)의 방법을 따라 개별 주

식에 대해 Model (1) ~ (6)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먼저 실행하고, 얻어진 회귀계수들의 횡단면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회귀모형에서 Prcβ 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

로 Prcβ 의 추정치는 회귀모형별로 0.094 ~ 0.191 (일단위 회귀분석), 0.079 ~ 0.190 (주단위 회귀분

석) 범위에서 움직인다. 또한 그와 별도로 Green and Hwang(2009)의 방법을 따라 Fama-Macbeth 

회귀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각 종목마다 Model (1) ~ 

(6)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행하고, 얻어진 회귀계수들의 횡단면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연도별로 얻어진 회귀계수들의 횡단면 평균값들의 시계열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회귀모형에서 Prcβ 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며, Prcβ 의 추정치는 회귀모형별로 0.089 ~ 0.185 

(일단위 회귀분석), 0.075 ~ 0.226 (주단위 회귀분석)의 범위에 속하는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

들은 Green and Hwang(2009)에서의 미국시장에서의 추정결과와 거의 유사한 범위의 값으로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전체 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존재함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표는 생략하였으나, 요청시 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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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명목가격대별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10년 기간동안 매 연도마다 각 종목을 직전 년도 

말의 종가의 크기 순으로 5개의 명목가격그룹(Price Group)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명목가격그룹별로 Model (1) ~ (6)의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Prcβ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모든 회귀모형에서 

저가주일수록 동일 가격대 주식과의 수익률 동조화가 강하고, 고가주일수록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저가주보다 고가주간의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가주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특히 <표 9>에서 주식분할 이후의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3>은 실제로 고가주일수록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낮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각 투자자 

그룹이 체결시킨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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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명목가격 그룹별로 나타내었다.19 매 년마다 직전 년도 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명목가격그룹으로 나눈다. 각 명목가격그룹에 

속하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 1년 동안의 각 투자자 그룹별 거래비중을 구하고, 

그 명목가격그룹 안에서 각 투자자 그룹별 거래비중의 횡단면 평균값을 

구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각 명목가격그룹별로 계산한 각 투자자 그룹별 

평균 거래비중을 전체표본기간(2000~2009)에 걸쳐 평균한 값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명목가격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주식들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95% 이상이지만, 명목가격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 주식들의 

경우 그 비중은 약 60% 정도로 감소한다. 따라서 고가주일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수익률 동조화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1>은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의 정도가 각 투자자그룹의 

거래비중으로 설명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아래 회귀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을 정의하고 Pooled OLS 를 실행하였다: 

∑ ⋅+⋅+=
i

iiInvestorInvestorPrc VariablesControlβTradingβαβ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Model (1) ~ (6) 으로부터 종목-

년도별로 Prcβ 를 추정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한다. 설명변수(TradingInvestor)는 

해당 종목-년도의 총 거래대금 중 특정투자자 그룹이 체결시킨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서 특정투자자 그룹이란 개인, 기관, 외국인, 

                                            
19 기존의 지정가주문에 의해 호가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늦게 접수된 주문이 

기존의 호가와 매치되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주문이 거래를 체결(initiate)시

켰다고 본다. 이는 <표 7>에서의 체결의 정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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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투자자 중 하나를 의미한다. 종목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는 회사규모, 장부가대시장가치(B/M), 거래비용, 

산업더미(Industry Dummy)를 사용한다. 회사규모는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에 Log를 취한 값이다. 장부가대시장가치(B/M)은 직전 년도 말의 

장부가격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거래비용은 해당 종목-

년도에서 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마다 유효스프레드(effective spread; effective 

spread = |execution price – previous bid/ask midpoint|/(previous bid/ask midpoint))를 

구하고, 이를 1년간 평균한 값이다. 산업더미(Industry Dummy)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라 각 산업별로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 <표 11>에서는 각 투자자그룹의 거래비중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및 R2
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였다. 표준오차는 종목과 연도에 대해 모두 

군집화(cluster)하여 처리하였다. 패널 A는 Model (1) ~ (6)을 일별 자료로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종목-년도별 Prcβ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이며, 

패널 B는 Model (1) ~ (6)을 주별 자료로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종목-년도별 

Prcβ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나타낸다. 

패널 A에서 종목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의 회귀계수는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동 가격대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Model (1)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1σ만큼 증가하면, Prcβ 는 0.1320.2110.626 =×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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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은 동조화 현상과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Model (1)에서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각각 1σ 만큼 증가하면, Prcβ 는 

-0.0930.1250.741- =× (기관), -0.0870.0960.907- =× (외국인), 

-0.0440.0421.055- =× (기타투자자) 만큼 감소함으로써 수익률 동조화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널 B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볼 수 있다. 특히 저가주의 

경우 개인들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종목이므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주의 경우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모두 

유사가격대 주식들과의 수익률 동조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매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행동재무학적 편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7 강건성 검정 
 

4.7.1 주식분할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에 대한 회사규모효과 
 

<표 9>의 패널 A에서 대형주일수록 베타변화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패널 B에서도 비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Size 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는 대형주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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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에서는 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주식분할사건에서의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회사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회사규모별로 분석하였다.  

<표 12>는 147개 분할종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에 속하는 종목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의 성립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147개 종목 중 60개 종목이 시가총액 

하위 30%에 속하는 종목이며, 상위 30%에 속하는 종목은 15개임을 볼 때 

대체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에서 주식분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A에서 단일변수 회귀분석과 이변수 회귀분석 모두 

LowPrcβ∆ 는 모든 회사규모그룹에서 유의하며, 특히 소형주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난다. 패널 B에서도 단일변수 회귀분석과 이변수 회귀분석 모두에 대해, 

LowPrcβ∆ 는 모든 회사규모그룹에서 대체로 유의하며, 소형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식분할시 회사규모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4.7.2 전체 주식의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에 대한 강건성 검정 
 

Kumar et al.(2012)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가 주로 

저가주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저가주들과의 수익률 동조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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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Kumar et al.(2012)의 방법론에 따라 저가주들과의 수익률 

동조화의 결정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표 11>의 결과의 강건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먼저 저가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LowPrcIdx)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명목가격대가 하위 30% 이하에 속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전체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5-요인 모형을 통해 개별 

종목마다 저가주 포트폴리오와의 수익률 동조화 정도( 1β )를 주식-년도별로 

일단위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한다:  

itt5t4t3t2it10ftit εUMDβHMLβSMBβRMRFβcIdxPrLowββRR ++++++=−  

 

<표 13>의 패널 A는 RTP, RTC (개인투자자), ITP, ITC (기관투자자), FTP, FTC 

(외국인투자자) 및 OTP, OTC (기타투자자)변수를 정의하고, 각 변수의 크기 

그룹별로 수익률 동조화( 1β )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여기서 RTP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며 RTC는 개인투자자의 월별 매수-

매도 불균형(BSI : Buy-Sell Imbalance)을 시장초과수익률(RMRF)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잔차와, 저가주 포트폴리오의 월별 BSI를 

시장초과수익률(RMRF)에 대해 얻어진 잔차간의 상관계수이다. ITP 및 

ITC(기관투자자), FTP 및 FTC(외국인투자자), OTP 및 OTC(기타투자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정의한다. RTP가 클수록 (또는 ITP, FTP, OTP 

가 감소할수록) 1β  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 

RTC가 클수록 1β 이 증가한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활발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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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투자자의 매매방향이 저가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클수록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강하게 

일어남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Kumar et al.(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패널 B는 5-요인 회귀모형의 일단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종목-년도별 

1β 를 종속변수로, 종목-년도별 RTP, RTC 및 그 상호작용(RTP x RTC)과 

전년도 말의 투자심리(Sentiment)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목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전년 말의 주가(Log(Price)), 전년도의 월평균 거래량회전율(Monthly Turnover), 

회사의 나이(Log(FirmAge)), 전년 말의 시가총액(Log(FirmSize)), 전년도의 B/M, 

전년도의 레버리지(Leverage; 총부채/총자산), 직전 3년간 평균 ROA, 전년도의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및 전년도 수익률(Past 12-month Return)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RTP는 모형 (I), (III), (IV)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높은 주식일수록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가 증가함을 뜻한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큰 주식은 대체로 저가주이므로, 결국 

저가주일수록 다른 저가주들과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형 (II), (III), (IV)에서 RTC 및 RTP x RTC 변수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Sentiment 의 경우 모형 

(I), (III), (IV)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대체로 투자심리가 

긍정적일수록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익률 동조화를 유발하는 투자자 주체는 개인이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 동조화가 강해진다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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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결론은 Kumar et al.(2012)의 방법론을 통해서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2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이 유사가격대에 속한 다른 

주식들의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존재함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Green 

and Hwang(2009) 및 Kumar et al.(2012)과 달리, 개인,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로 구분된 투자자 그룹별 거래자료를 직접 분석함으로써 각 

투자자 그룹이 수익률 동조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주식분할사건에 주목하였다. 주식분할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순히 명목가격만을 낮추는 사건이므로, 명목가격대별로 수익률의 

움직임이 차별화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석결과, 주식분할 

이후 가격이 낮아진 주식은 그와 유사한 낮은 가격대의 다른 주식들과 

수익률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경향이 유의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전후 시장베타의 변화나 정보확산가설 및 

종목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률 동조화는 주식분할 공시일이 

아닌 실제 주식분할일 이후로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정보의 공개와도 

                                            
20  <표 13>에서는 지면제약상 5-요인 모형을 일단위로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베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의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주단위로 회귀분석한 베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결과도 일단위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였으나, 요청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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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투자자 유형별로 분해한 결과, 수익률 동조화의 거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매매는 수익률 동조화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주식분할 이후의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은 분할 전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식분할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긍정적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저가주를 복권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심리가 긍정적인 시기일수록 분할된 주식 또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믿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명목가격대별로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인식하여 거래하는 행동재무학적 

편의를 가지고 있다는 BSW(2005)의 범주구분가설(또는 선호영역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격대별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은 주식분할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전체 주식을 명목가격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은 저가주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만 고가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가주일수록 

전체 거래량 중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의해 동일 가격대 주식과의 수익률 동조화가 강하게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고가주에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약해지는 것은 고가주에서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이 수익률 

동조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매매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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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거래에 있어 그 주식이 속한 

명목가격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저가주일수록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따라 동일 가격대 

주식들의 수익률과의 동조화가 강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저가주의 가격형성에 

있어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행동재무학적 편의에 의해 저가주의 가격이 왜곡된다면, Greenwood(2008)와 

같이 이를 활용한 이익기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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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이 표는 유가증권시장(KSE)에서 2000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일어난 147개의 주식분할사건 및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전체 주식의 가격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 A는 각 연도별로 주식분할 건수 및 분할 전후의 주식가격의 중앙값

(median)을 나타내었다. 패널 B는 각 연도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주식의 명목가격을 크기 순으로 10 그룹으로 나누어 그 구분점의 가격

을 표시하였다. 패널 C는 147개 주식분할사건을 분할 전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10 그룹으로 나누어 그 구분점의 가격을 표시하고, 각 
그룹별로 분할비율별 주식분할 건수를 나타내었다. 
 
패널 A: 주식분할 건수 및 분할전후 주식가격 

  분할비율별 주식분할 건수   

연도 
주식분할 

건수 1:10 1:5 
1:5  

이하 
분할전 주식가격 

(median) 
분할후 주식가격 

(median) 
2000 4 3 0 1 25,850  2,740  
2001 11 5 4 2 18,450  3,300  
2002 22 12 7 3 14,925  2,945  
2003 9 5 2 2 7,100  1,210  
2004 14 9 2 3 15,100  3,090  
2005 9 4 4 1 13,400  2,640  
2006 30 13 10 7 20,625  2,410  
2007 15 9 3 3 20,400  3,480  
2008 33 23 6 4 19,200  2,480  

전체기간 147 83 38 26 18,450  2,570  
 
패널 B: 전체 상장주식의 명목가격(nominal price)의 10그룹 구분점(decile breakpoints;원) 

연도 10th 20th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2000 775  1,310  1,920  2,685  3,700  5,100  6,930  10,350  19,300  
2001 1,045  2,015  2,850  3,900  5,180  7,020  9,690  13,950  24,500  
2002 565  1,535  2,200  3,150  4,440  6,000  8,560  12,300  20,800  
2003 680  1,725  2,635  3,600  5,200  6,850  9,800  15,100  29,350  
2004 645  1,710  2,830  4,040  6,100  8,050  11,900  17,250  32,600  
2005 1,680  3,525  5,800  8,900  12,850  16,650  22,500  33,150  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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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480  3,000  5,280  8,300  12,050  17,150  23,000  35,650  59,000  
2007 1,580  3,380  6,210  10,050  13,900  21,000  31,300  50,700  88,200  
2008 615  1,335  2,600  4,670  6,330  9,690  15,800  27,950  57,500  
2009 900  2,150  4,035  6,450  10,050  14,600  21,950  39,000  69,300  

 
패널 C: 분할 전 주식가격의 10그룹 구분점(decile breakpoints) 

Decile 
 분할비율별 주식분할 건수 

Breakpoints 
(원) 1:10 1:5 

1:5  
이하 

10th 4,500  1 5 8 
20th 6,950  6 5 4 
30th 10,500  5 7 3 
40th 13,000  9 3 3 
50th 18,350  9 3 2 
60th 24,000  12 1 2 
70th 30,250  12 3 0 
80th 43,000  11 0 4 
90th 58,200  10 5 0 

>90th (Max) 360,000  8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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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식분할 전후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을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평균 및 R2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

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

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 는 10이 된다. 패널 A는 일단

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기간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2R  
(pre) 

2R  
(post) 

2R∆  
(post )-(pre)

 

전체기간 147 0.478  0.727  0.249  0.087  0.174  0.087  
 

 
(21.87) (28.60) (8.54)   (8.08) 

2000-2004 69 0.405  0.677  0.272  0.090  0.141  0.051  
 

 
(14.10) (19.94) (6.61)   (4.00) 

2005-2008 78 0.543  0.771  0.228  0.084  0.203  0.119  
 

 
(17.63) (20.95) (5.54)   (7.39)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기간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HighPrcβ  

(pre) 
HighPrcβ
(post) 

HighPrcβ∆
 

(post )-(pre)
 

전체기간 147 0.379  0.640  0.261  0.156  0.125  -0.031  
 

 
(16.70) (21.01) (7.02) (8.05) (5.65) (-1.09) 

2000-2004 69 0.335  0.597  0.262  0.125  0.115  -0.011  
 

 
(10.99) (14.33) (4.86) (5.47) (3.74) (-0.28) 

2005-2008 78 0.418  0.679  0.260  0.184  0.134  -0.049  
 

 
(12.76) (15.48) (5.03) (6.07) (4.22) (-1.17)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기간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2R  
(pre) 

2R  
(post) 

2R∆  
(post )-(pre)

 

전체기간 147 0.515  0.774  0.259  0.118  0.2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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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23.47) (5.88)   (6.43) 
2000-2004 69 0.465  0.738  0.274  0.129  0.186  0.057  

 
 

(10.27) (16.30) (4.44)   (2.92) 
2005-2008 78 0.559  0.805  0.245  0.109  0.268  0.159  

 
 

(12.85) (16.96) (3.91)   (5.98)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기간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HighPrcβ  

(pre) 
HighPrcβ
(post) 

HighPrcβ∆
 

(post )-(pre)
 

전체기간 147 0.445  0.652  0.207  0.127  0.189  0.062  
 

 
(11.30) (14.15) (3.37) (3.13) (4.37) (1.03) 

2000-2004 69 0.416  0.641  0.225  0.131  0.148  0.018  
 

 
(7.49) (10.23) (2.67) (3.08) (2.56) (0.24) 

2005-2008 78 0.470  0.662  0.192  0.124  0.225  0.101  
 

 
(8.43) (9.85) (2.14) (1.85) (3.5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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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시장수익률 
 
이 표는 시장수익률을 통제한 후에도 주식분할 이후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관찰

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기
간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을 KOSPI 지수수익률 및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차이의 평균 및 R2 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Mkt,iMkt,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Mkt,iMkt,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Mkt,R 와 ti,LowPrc,R 는 각각 KOSPI 지수수

익률 및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

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
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 는 10이 된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Nobs 
Mktβ∆  2R∆  

 
LowPrcβ∆  Mktβ∆  

전체기간 147 0.218  0.064   0.309  -0.091  

 
 (7.09) (6.79)  (5.89) (-1.72) 

2000-2004 69 0.248  0.029   0.266  -0.004  

 
 (5.68) (2.32)  (5.55) (-0.09) 

2005-2008 78 0.192  0.095   0.348  -0.168  

 
 (4.43) (7.30)  (3.88) (-1.82)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Nobs Mktβ∆  2R∆  
 

LowPrcβ∆  Mktβ∆  

전체기간 147 0.322  0.097   0.240  0.075  

 
 (6.09) (6.15)  (2.77) (0.78) 

2000-2004 69 0.319  0.030   0.237  0.066  

 
 (4.55) (1.58)  (2.72) (0.58) 

2005-2008 78 0.324  0.155   0.244  0.084  

 
 (4.14) (6.96)  (1.68)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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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정보확산가설 
 
이 표는 주식분할시 가격대별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정보확산가설(Information diffusion view)로
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 )
ti,

5

5s
sti,LowPrc,

s
iLowPrc,iti, εRβαR ++= ∑

−=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 ) ( )( ) ti,

5

5s
sti,HighPrc,

s
iHighPrc,sti,LowPrc,

s
iLowPrc,iti, εRβRβαR +++= ∑

−=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

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이다. Ppre 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 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 는 10이 된다. 단일변수

(univariate) 회귀분석에서는 각 분할종목별로 ( )∑
−=

5

5s

s
iLowPrc,β  (Dimson beta)와 R2 를 구한 후, 주식

분할 전후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에서는 

( )∑
−=

5

5s

s
iLowPrc,β  및 ( )∑

−=

5

5s

s
iHighPrc,β 를 구한 후, 주식분할 전후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Nobs 
LowPrcβ∆  2R∆  

 
LowPrcβ∆  HighPrcβ∆  

전체기간 147 0.220  0.094   0.181  0.121  

 
 (3.38) (8.16)  (2.02) (1.26) 

2000-2004 69 0.238  0.057   0.138  0.129  

 
 (2.45) (4.10)  (1.05) (1.07) 

2005-2008 78 0.205  0.125   0.219  0.114  

 
 (2.33) (7.38)  (1.77)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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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대응종목과의 비교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에서 나타나는 유사가격대 주식들과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을, 그
와 유사한 종목특성을 갖지만 주식분할을 하지 않은 대응종목과 비교한 결과이다. 대응종목은 
주식분할을 한 종목과 같은 산업에 속하며, 주식분할일과 주식분할일로부터 1년전에 각각 동
일한 기업규모그룹(same size decile)에 속한 주식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정한다. 산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른다. 개별 분할종목

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

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는 10이 된다. 먼저 분할종목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두 기간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

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값의 변화를 구한다. 같은 방법으로 대응종목에 대해서도 주
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값의 변화를 구한다. 그리고 분할종목의 회귀계수의 변
화 및 R2 값의 변화로부터 대응종목의 회귀계수의 변화 및 R2값의 변화를 차감하여 그 차이가 
유의한지 나타내었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
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Nobs LowPrcβ∆∆  2R∆∆  

 
LowPrcβ∆∆  HighPrcβ∆∆  

전체기간 133 0.202  0.037   0.224  -0.031  

 
 (5.62) (2.99)  (5.30) (-0.97) 

2000-2004 61 0.185  0.017   0.189  -0.034  

 
 (3.85) (0.95)  (3.31) (-0.68) 

2005-2008 72 0.216  0.053   0.253  -0.029  

 
 (4.11) (3.22)  (4.13) (-0.68)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Nobs LowPrcβ∆∆  2R∆∆  

 
LowPrcβ∆∆  HighPrcβ∆∆  

전체기간 133 0.244  0.055   0.214  0.076  

 
 (4.60) (3.10)  (3.00) (1.03) 

2000-2004 61 0.281  0.042   0.239  0.058  

 
 (3.82) (1.63)  (2.24) (0.56) 

2005-2008 72 0.213  0.065   0.193  0.091  

 
 (2.80) (2.70)  (2.00)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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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의 발생시점 : 주식분할 의결일 vs. 
실제 주식분할일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수익률을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및 고가주의 지수

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차이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목마다 세 기간에 대해 각각 베타를 추정한다. (1)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1년전 ~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5일 전 (pre-Announcement period), (2) 주식분할 
의결일로부터 5일 후 ~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 (Announcement period), (3) 주식분할 후 최초거

래일로부터 5일 후 ~ 주식분할 후 30일(또는 60일,90일,120일) (post-Split period)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

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는 10이 된다. 각 기간별로 베
타를 구하고, 기간별로 베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

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LowPrcβ∆  

 
LowPrcβ∆  HighPrcβ∆  

ntAnnounceme-prentAnnounceme ββ −  -0.016   0.042  -0.093  

 
(-0.39)  (0.73) (-1.96) 

( ) ntAnnounceme30daysSplit-post ββ −  0.142   0.132  -0.039  

 
(1.87)  (1.18) (-0.42) 

( ) ntAnnounceme60daysSplit-post ββ −  0.211   0.172  0.057  

 
(3.82)  (2.37) (0.85) 

( ) ntAnnounceme90daysSplit-post ββ −  0.224   0.184  0.045  

 
(4.48)  (2.59) (0.71) 

( ) ntAnnounceme120daysSplit-post ββ −  0.248   0.212  0.045  

 
(5.24)  (3.14)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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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식분할 전후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 변화 
 
패널 A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기간 동안 각 투자자 그룹이 
체결(initiate)시킨 거래에 의한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점유하는 비중의 평균값을 나타

낸 것이다.  Month의 경우 예를 들어 [-13,-1]은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13개월전 ~ 1개
월전까지의 12개월을 의미한다. 또 [+1,+13]은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부터 1개월후 ~ 13개월

후까지의 12개월을 의미한다. 표의 맨 아래에서는 각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기간 사이에 투
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가 및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체결된 물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B는 주식분할 전후 1년간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 변화의 횡단면 분포를 나타

내었다. 
 
패널 A: 주식분할 전후 1년간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 

 
패널 B: 주식분할 전후 1년간 투자자 그룹별 거래대금 점유비중 변화의 횡단면 분포([+1,+13]-
[-13,-1]) 

Month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 

[-13,-1] 0.846 0.076 0.037 0.041 
[-12,-1] 0.845 0.075 0.038 0.042 
[-11,-1] 0.844 0.075 0.039 0.043 
[-10,-1] 0.842 0.075 0.040 0.043 
[-9,-1] 0.842 0.076 0.042 0.041 
[-8,-1] 0.839 0.077 0.042 0.042 
[-7,-1] 0.841 0.075 0.041 0.043 
[-6,-1] 0.843 0.074 0.039 0.044 
[-5,-1] 0.844 0.072 0.039 0.046 
[-4,-1] 0.856 0.070 0.038 0.035 
[-3,-1] 0.859 0.069 0.039 0.032 

0 Event Month 
[+1,+3] 0.870 0.065 0.038 0.028 
[+1,+4] 0.867 0.068 0.036 0.030 
[+1,+5] 0.867 0.062 0.037 0.034 
[+1,+6] 0.869 0.061 0.037 0.033 
[+1,+7] 0.875 0.059 0.036 0.031 
[+1,+8] 0.875 0.057 0.037 0.030 
[+1,+9] 0.879 0.056 0.037 0.028 

[+1,+10] 0.882 0.055 0.036 0.026 
[+1,+11] 0.882 0.056 0.037 0.025 
[+1,+12] 0.883 0.054 0.037 0.025 
[+1,+13] 0.884 0.054 0.037 0.025 

[+1,+13]-[-13,-1] 
(t-value) 

0.037 -0.021 0.000 -0.016 
(5.09) (-3.88) (-0.04) (-3.07)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 

Mean 0.037 -0.021 0.00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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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th 0.147 0.024 0.030 0.018 
75th 0.077 0.005 0.008 0.004 

Median 0.017 -0.003 0.001 -0.003 
25th -0.008 -0.046 -0.006 -0.018 
10th -0.028 -0.119 -0.0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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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베타 변화의 분해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을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주식분할 전후의 베타의 
변화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는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

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
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로 정의한다. Ppre 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 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인 경우 

Ratio는 10이다. 회귀식에서 iLowPrc,β 를 접속매매, 시가 단일가매매, 종가 단일가매매의 시간

대별 기여분으로 분해하고, 각 시간대별 기여분을 다시 개인, 기관, 외국인 및 기타투자자의 
투자자 그룹별 기여분으로 분해한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에 대해 각각 베타를 구하고, 
이를 각 요소별로 분해한 다음, 분할 전후에 각 요소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나타내었다. 패
널 A는 <표 2>의 패널 A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LowPrcβ∆ (=0.249)를 분해한 결과이며, 패널 B

는 <표 2>의 패널 B의 단일변수 회귀분석의 
LowPrcβ∆ (=0.259)를 분해한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투자자구분 접속매매 시가 종가 합계 

개인투자자 0.198  0.060  -0.006  0.252  
 (4.69) (2.89) (-0.78) (5.23) 

기관투자자 -0.007  -0.003  0.003  -0.007  
 (-0.24) (-1.25) (1.34) (-0.22) 

외국인투자자 0.021  0.001  0.001  0.023  
 (1.33) (0.58) (1.35) (1.44) 

기타투자자 -0.019  0.000  0.000  -0.019  
 (-1.60) (0.48) (-0.04) (-1.54) 

합계
 

0.193  0.058  -0.002  0.249  
(7.44) (2.86) (-0.24) (8.54)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투자자구분 접속매매 시가 종가 합계 

개인투자자 0.082  0.218  -0.007  0.293  
 (0.98) (4.26) (-0.65) (3.63) 

기관투자자 -0.030  -0.008  0.003  -0.035  
 (-0.68) (-1.79) (0.85) (-0.81) 

외국인투자자 0.069  0.003  0.003  0.075  
 (1.68) (1.76) (2.56) (1.82) 

기타투자자 -0.071  -0.002  -0.002  -0.075  
 (-2.49) (-1.01) (-0.9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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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0.050  0.211  -0.003  0.259  
(0.89) (4.00) (-0.21)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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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베타변화의 결정요인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전후 1년간의 베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와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각 주식분할 사

건마다 누적베타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ighPrcLowPrcCumulative βββ ΔΔΔ −=  

이 누적베타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Size는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에 Log 를 취
한 값이다. Presplit Price (Postsplit Pric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주식가격에 Log를 취한 값이다. Sentiment
는 주식분할 직전 월의 투자심리지수(Investor Sentiment Index)이다. 이 때 월별 투자심리지수는 Baker and Wurgler (2006)의 방법을 한국시

장에 대해 적용한 Kim and Byun(2010)의 방법을 따라 계산한다. Δ Individual은 해당 분할종목에서, 주식분할 이후 1년간 개인투자자가 
체결시킨 거래대금 비중으로부터 주식분할 이전 1년간 개인투자자가 체결시킨 거래대금 비중을 차감한 값이다. Δ Institution, 
Δ Foreigner 및 Δ Other investor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한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

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I)    (II)    (III)    (IV)    (V)    (VI)    (VII) 

Size 0.095  
  

0.108  0.113  0.090  0.114  

 
(1.62) 

  
(1.87) (1.94) (1.54) (1.95) 

Presplit Price 0.125  0.080  0.137  0.069  0.058  0.094  0.066  

 
(1.26) (0.79) (1.38) (0.69) (0.58) (0.94) (0.66) 

Postsplit Price -0.226  -0.151  -0.177  -0.215  -0.206  -0.221  -0.217  

 
(-2.03) (-1.43) (-1.66) (-1.98) (-1.87) (-2.04) (-1.97) 

Sentiment 
 

0.185  
 

0.203  0.205  0.196  0.202  

  
(2.34) 

 
(2.59) (2.59) (2.52) (2.56) 

Δ Individual 
  

0.626  0.603  
   

   
(1.60) (1.58) 

   Δ Institution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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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Δ Foreigner 
     

-1.389  
 

      
(-1.83) 

 Δ Other investors 
      

-0.223  

       
(-0.29) 

R2 0.038  0.057  0.037  0.100  0.086  0.106  0.084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I)    (II)    (III)    (IV)    (V)    (VI)    (VII) 

Size 0.047    0.074  0.087  0.064  0.096  

 
(0.42)   (0.67) (0.78) (0.56) (0.86) 

Presplit Price 0.092  -0.026  0.105  -0.028  -0.063  -0.011  -0.031  

 
(0.48) (-0.14) (0.56) (-0.15) (-0.33) (-0.06) (-0.16) 

Postsplit Price -0.351  -0.275  -0.335  -0.328  -0.292  -0.329  -0.353  

 
(-1.63) (-1.38) (-1.66) (-1.59) (-1.40) (-1.57) (-1.67) 

Sentiment  0.423   0.437  0.446  0.430  0.433  

 
 (2.83)  (2.94) (2.97) (2.85) (2.87) 

Δ Individual   1.520  1.519     

 
  (2.05) (2.09)    

Δ Institution     -1.389    

 
    (-1.44)   

Δ Foreigner      -1.276   

 
     (-0.87)  

Δ Other investors       -1.593  

 
      (-1.08) 

R2 0.031  0.085  0.059  0.118  0.103  0.094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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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체 주식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이 표는 명목가격대에 따른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전체 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인지 살펴본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주식 i 의 수익률이다. 각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먼저 매년 전체 횡단면 주식을 각각 5개씩의 명목가격(Price)그룹, 시가총액(Size)그룹, 거
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으로 나눈다. 명목가격(Price)그룹은 직전 년도 말의 종가의 크기 순
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시가총액(Size)그룹은 직전 년도 말의 시
가총액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은 직전 년도 1년간의 거래비용의 크기 순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이 때 거래비용은 종목별로 1년간 발생한 모든 거래체결사건마다 유효스프레드

(effective spread; effective spread = |execution price – previous bid/ask midpoint|/(previous bid/ask 
midpoint))를 구하고, 이를 평균한 값으로 정의한다. 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
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라 각 종목의 소속산업(Industry)을 구분한다. ti,Prc,R 는 종목 i 와 

같은 명목가격(Price)그룹에 속하지만, 다른 Size 그룹과 다른 산업(Industry)그룹 및 다른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그룹 에 속하는 종목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ti,Size,R 는 종목 i 와 

같은 시가총액(Size)그룹 에 속하지만, 다른 명목가격(Price) 그룹과 다른 산업(Industry)그룹 및 

다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그룹에 속한 종목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ti,Ind,R 와 

ti,TC,R 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한다. tMkt,R 은 KOSPI 지수수익률이다. DGTW는 Daniel et 

al.(1997)의 방법을 따라 정의된 125개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중 주식 i 와 대응되는 포트폴리

오의 수익률이다. (이 때 종목 i 와 같은 price 그룹에 속한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

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해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

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

석의 결과이다. 표준오차는 Petersen(2009)의 방법에 따라 종목과 연도에 대해 모두 군집화

(cluster)하여 처리하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Model Price Size Industry Trans. 
Cost Market DGTW R2 

(1) 0.157     0.607   0.151  
 (42.02)    (106.23)   

(2) 0.114  0.228    0.464   0.163  
 (37.02) (52.07)   (72.35)   

(3) 0.145   0.138   0.487   0.155  
 (41.18)  (23.51)  (63.47)   

(4) 0.130    0.260  0.410   0.162  
 (38.90)   (64.80) (69.52)   

(5) 0.106  0.220  0.119   0.366   0.166  
 (36.49) (50.28) (20.55)  (45.47)   

(6) 0.083    0.168  0.189  0.444  0.189  
 (29.87)   (44.99) (34.61) (75.24)  

 
패널 B: 주단위(daily) 회귀분석 

Model Price Size Industry Trans. 
Cost Market DGTW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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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63     0.699   0.180  
 (34.07)    (86.95)   

(2) 0.110  0.243    0.528   0.195  
 (25.98) (39.82)   (56.33)   

(3) 0.148   0.143   0.572   0.184  
 (31.59)  (22.36)  (59.34)   

(4) 0.129    0.324  0.428   0.197  
 (29.16)   (49.72) (47.06)   

(5) 0.100  0.231  0.114   0.434   0.197  
 (24.15) (37.84) (17.80)  (41.31)   

(6) 0.080    0.195  0.181  0.486  0.232  
 (19.68)   (31.77) (20.33)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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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체 주식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과 투자자그룹별 
거래비중 
 
이 표는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의 정도가 각 투자자그룹의 거래비중으로 설명되는지

를 살펴본 결과이다.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을 정의하고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Model (1) ~ (6)으
로부터 종목-년도별로 Prcβ 를 추정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한다. 설명변수는 해당 종목-년도의 
총 거래대금 중 특정투자자 그룹이 체결시킨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서 특정투자

자 그룹이란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투자자 중 하나를 의미한다. 종목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
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는 회사규모, 장부가대시장가치(B/M), 거래비용, 산업더미

(Industry Dummy)를 사용한다. 회사규모는 직전 년도 말의 시가총액에 Log를 취한 값이다. 장
부가대시장가치(B/M)은 직전 년도 말의 장부가격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거
래비용은 해당 종목-년도에서 일중 발생한 모든 거래마다 유효스프레드(effective spread; 
effective spread = |execution price – previous bid/ask midpoint|/(previous bid/ask midpoint))를 구하고, 이
를 1년간 평균한 값이다. 산업더미(Industry Dummy)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
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라 각 산업별로 더미변수를 구축하였다. 각 투자자그룹의 거래비중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및 R2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였다. 표준오차는 종목과 연도에 대해 모두 군집화(cluster)하여 처리하였다. 패널 는 
Model (1) ~ (6)을 일별 자료로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종목-년도별 Prcβ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결과이며, 패널 B는 Model (1) ~ (6)을 주별 자료로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종목-년도별 Prcβ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나타낸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Model 개인 R2 기관 R2 

 
외국인 R2 

 
기타 R2 

(1) 0.626 0.219 
 

-0.741 0.184 
 

-0.907 0.180 
 

-1.055 0.157 

 
(22.23) 

  
(-16.41) 

  
(-16.15) 

  
(-8.40) 

 (2) 0.476 0.138 
 

-0.545 0.111 
 

-0.756 0.116 
 

-0.708 0.090 

 
(18.30) 

  
(-13.51) 

  
(-14.14) 

  
(-7.24) 

 (3) 0.507 0.158 
 

-0.650 0.140 
 

-0.637 0.124 
 

-0.900 0.116 

 
(18.29) 

  
(-14.47) 

  
(-12.30) 

  
(-7.82) 

 (4) 0.479 0.191 
 

-0.587 0.169 
 

-0.652 0.161 
 

-0.840 0.150 

 
(18.26) 

  
(-14.01) 

  
(-12.62) 

  
(-7.70) 

 (5) 0.293 0.065 
 

-0.382 0.057 
 

-0.376 0.050 
 

-0.471 0.045 

 
(12.12) 

  
(-9.87) 

  
(-8.13) 

  
(-5.54) 

 (6) 0.430 0.131 
 

-0.490 0.107 
 

-0.689 0.113 
 

-0.631 0.089 

 
(16.45) 

  
(-12.17) 

  
(-13.03) 

  
(-6.39)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Model 개인 R2 기관 R2 

 
외국인 R2 

 
기타 R2 

(1) 0.552  0.083  -0.616  0.071  -0.792  0.071  -1.134  0.067 

 
(12.41)   (-8.44)   (-9.71)   (-7.15)  

(2) 0.427  0.038  -0.480  0.031  -0.642  0.031  -0.780  0.027 

 
(9.44)   (-6.62)   (-7.75)   (-5.12)  

(3) 0.453  0.061  -0.525  0.053  -0.567  0.051  -1.077  0.052 

 
(9.73)   (-7.00)   (-6.65)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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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416  0.064  -0.478  0.057  -0.563  0.056  -0.883  0.055 

 
(9.44)   (-6.76)   (-6.91)   (-5.78)  

(5) 0.266  0.020  -0.322  0.018  -0.313  0.017  -0.627  0.018 

 
(5.60)   (-4.26)   (-3.65)   (-4.33)  

(6) 0.308  0.033  -0.352  0.029  -0.436  0.029  -0.613  0.027 

 
(7.05)   (-5.05)   (-5.34)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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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식분할 전후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회사규모별) 
 
이 표는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에 대해 주식분할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을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전년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에 속하는 종목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주식분할 전후의 회귀계수의 평균 및 R2 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이다. 구체적

으로 개별 분할종목마다 분할 전 1년과 분할 후 1년의 두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ti,ti,LowPrc,iLowPrc,iti, εRβαR ++=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은 가격

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 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 인 경우 Ratio는 10이 된다. 패널 A는 일단

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괄호 안은 t 값을 의미한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Size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2R  
(pre) 

2R  
(post) 

2R∆  
(post )-(pre)

 

Small 60 0.477  0.737  0.260  0.076  0.149  0.073  
 

 
(14.16) (16.64) (4.90)   (4.51) 

Medium 72 0.470  0.693  0.223  0.087  0.176  0.089  
 

 
(14.80) (21.43) (6.26)   (5.73) 

Large 15 0.521  0.852  0.331  0.131  0.263  0.132  
 

 
(7.37) (10.99) (3.75)   (3.64)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Size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HighPrcβ  

(pre) 
HighPrcβ  

(post) 
HighPrcβ∆

 
(post )-(pre)

 

Small 60 0.364  0.633  0.270  0.192  0.153  -0.039  
 

 
(10.48) (11.72) (4.18) (6.27) (4.70) (-0.93) 

Medium 72 0.398  0.621  0.222  0.107  0.106  -0.001  
 

 
(11.95) (15.48) (4.63) (4.55) (3.17) (-0.03) 

Large 15 0.349  0.762  0.414  0.249  0.107  -0.142  
 

 
(4.90) (10.44) (3.63) (2.89) (1.54) (-1.39)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단일변수(univariate) 회귀분석 

Size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2R  
(pre) 

2R  
(post) 

2R∆  
(post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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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60 0.497  0.804  0.308  0.108  0.214  0.105  
 

 
(10.13) (12.88) (3.76)   (3.71) 

Medium 72 0.516  0.749  0.233  0.115  0.235  0.119  
 

 
(11.43) (18.85) (4.22)   (4.88) 

Large 15 0.584  0.767  0.183  0.173  0.270  0.097  
 

 
(5.57) (9.64) (1.91)   (1.95)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Size Nobs LowPrcβ  
(pre) 

LowPrcβ  
(post) 

LowPrcβ∆
 

(post )-(pre)
 

HighPrcβ  

(pre) 
HighPrcβ  

(post) 
HighPrcβ∆

 
(post )-(pre)

 

Small 60 0.403  0.722  0.319  0.154  0.127  -0.027  
 

 
(7.60) (7.91) (2.94) (3.20) (1.65) (-0.30) 

Medium 72 0.477  0.587  0.110  0.092  0.261  0.169  
 

 
(7.53) (11.31) (1.33) (1.38) (4.61) (1.87) 

Large 15 0.460  0.686  0.226  0.185  0.092  -0.093  
 

 
(4.07) (7.64) (1.85) (1.34) (0.91)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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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결정요인 
 
이 표는 Kumar et al.(2012)의 방법에 따라 저가주와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결정요인을 살펴

본 결과이다. 패널 A에서 RTP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며 RTC는 개인투자자의 월별 매수-
매도 불균형(BSI : Buy-Sell Imbalance)을 시장초과수익률(RMRF)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얻어진 잔
차와, 저가주 포트폴리오의 월별 BSI 를 시장초과수익률(RMRF)에 대해 얻어진 잔차간의 상관

계수이다. ITP 및 ITC(기관투자자), FTP 및 FTC(외국인투자자), OTP 및 OTC(기타투자자)에 대해

서도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정의한다. 각 변수를 크기 순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
룹에서 5-요인 모형의 일단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1β 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또 각 변

수의 크기에 따라 1β 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패널 B는 5-요인 회귀모형의 일단

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종목-년도별 1β 를 종속변수로, 종목-년도별 RTP, RTC 및 그 상호

작용(RTP x RTC)과 전년도 말의 투자심리(Sentiment)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Pooled OLS 회귀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종목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는 전년 말의 주가

(Log(Price)), 전년도의 월평균 거래량회전율(Monthly Turnover), 회사의 나이(Log(FirmAge)), 전년 
말의 시가총액(Log(FirmSize)), 전년도의 B/M, 전년도의 레버리지(Leverage; 총부채/총자산), 직
전 3년간 평균 ROA, 전년도의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및 전년도 수익률(Past 12-month 
Return)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행할 때, 연도 및 산업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
려하고, 표준오차는 각 종목별로 군집화(cluster)하여 처리하였다. 괄호 안은 t 값을 나타낸다. 
 

패널 A: 1β 의 비교 

 
Low 2 3 4 High High-Low 

RTP 0.042  0.223  0.350  0.555  0.584  0.542  

      
(17.36) 

RTC 0.325  0.326  0.349  0.364  0.403  0.078  

      
(2.43) 

ITP 0.568  0.520  0.384  0.239  0.042  -0.527  

      
(-16.50) 

ITC 0.349  0.304  0.316  0.337  0.392  0.043  

      
(1.28) 

FTP 0.389  0.438  0.485  0.348  0.092  -0.297  

      
(-10.86) 

FTC 0.336  0.366  0.357  0.393  0.421  0.085  

      
(2.49) 

OTP 0.581  0.517  0.369  0.204  0.082  -0.500  

      
(-16.60) 

OTC 0.270  0.319  0.377  0.389  0.426  0.156  

 
     (4.91) 

 
패널 B: Pooled OLS 회귀분석 

 
(I) (II) (III) (IV) 

Log(1+RTP) 0.757  
 

0.755  0.741  

 
(4.71) 

 
(4.69) (5.81) 

RTC 
 

0.035  0.025  -0.030  

  
(1.19) (0.87)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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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 x RTC    0.069  
    (0.28) 
Sentiment 0.758  -0.133  0.751  0.740  

 
(3.74) (-1.84) (3.70) (4.11) 

Log(Price) -0.179  -0.216  -0.178  -0.178  

 
(-14.63) (-22.96) (-14.50) (-14.71) 

Monthly Turnover 0.052  0.058  0.052  0.052  

 
(4.85) (5.41) (4.88) (4.89) 

Log(FirmAge) 0.027  0.037  0.026  0.026  

 
(1.67) (2.25) (1.62) (1.64) 

Log(Firmsize) 0.117  0.064  0.116  0.115  

 
(8.82) (9.56) (8.77) (9.53) 

Book-to-Market -0.031  -0.032  -0.031  -0.031  

 
(-6.58) (-6.68) (-6.66) (-6.67) 

Leverage 0.102  0.129  0.099  0.099  

 
(1.95) (2.47) (1.88) (1.89) 

3-year ROA -0.095  -0.123  -0.104  -0.104  

 
(-0.81) (-1.01) (-0.87) (-0.87) 

Dividend Yield -0.001  -0.012  -0.001  -0.002  
 (-0.23) (-2.00) (-0.27) (-0.28) 
Past 12-month Return 0.019  0.033  0.019  0.019  

 
(1.51) (2.77) (1.47) (1.49) 

R2 0.378 0.364 0.380 0.380 
Nobs 5,847 5,844 5,844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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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식분할 전후 베타의 변화 : 대응종목과의 비교 
 
이 그림은 주식분할을 한 종목들 및 그 대응종목들의 주식분할 전후의 1년을 대상으로 추정기간을 변화시켜가며 저가주의 지수수익률

과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얻어진 베타를 나타낸 것이다. 대응종목은 분할종목과 같은 산업에 속
하며, 주식분할일과 주식분할일로부터 1년전에 각각 동일한 기업규모그룹(same size decile)에 속한 주식들 중 하나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정한다. 산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의한 21개 산업구분기준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할종목과 그 대응종목

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변수(bivariate) 회귀분석: ti,ti,HighPrc,iHighPrc,ti,LowPrc,iLowPrc,iti, εRβRβαR +++=  

여기서 ti,R 는 주식 i 의 t 일(또는 주)의 수익률이며, ti,LowPrc,R 와 ti,HighPrc,R 는 각각 저가주 및 고가주의 지수수익률이다. 저가주의 지

수수익률은 가격이 [Ppost – (Ppre – Ppost)/Ratio, Ppost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또 고가주의 지수

수익률은 가격이 [Ppre – (Ppre – Ppost)/Ratio, Ppre + (Ppre – Ppost)/Ratio] 구간에 속하는 주식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이다. Ppre는 주식분할 전 최
종거래일의 종가이며, Ppost는 주식분할 후 최초거래일의 종가이다. Ratio는 분할비율로서, 예를 들어 분할비율이 1:10 인 경우 Ratio는 10
이 된다. 그림에서 예컨대 Month가 -3 인 경우,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3개월 ~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추정된 베타를 의미

한다. 또 Month가 -5 인 경우, 주식분할 전 최종거래일로부터 -5개월 ~ -1개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된 베타를 의미한다. 패널 A
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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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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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주식에 대한 주식수익률의 가격대별 동조화 현상: 명목가격대별 
분석 
 
이 그림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명목가격대별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매 연도마다 각 종목을 직전 년도 말의 종가의 크기 
순으로 5개의 명목가격그룹(Price Group)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명목가격그룹별로 Model (1) ~ 
(6)의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Prcβ 값을 나타내었다. 패널 A는 일단위 회귀분석의 결
과이며, 패널 B는 주단위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패널 A: 일단위(daily)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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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 주단위(weekly)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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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명목가격 그룹별 개인, 기관, 외국인, 및 기타 투자자의 거래대금 
점유비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각 투자자 그룹이 체결시킨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의 평균값을 명목가격 그룹별로 나타내었다. 매 년마다 직전 년도 
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종목을 5개의 명목가격그룹으로 나눈다. 각 명목가격그룹에 속하

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 1년 동안의 각 투자자 그룹별 거래비중을 구하고, 그 명목가격그룹 안
에서 각 투자자 그룹별 거래비중의 횡단면 평균값을 구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각 명목가격

그룹별로 계산한 각 투자자 그룹별 평균 거래비중을 전체표본기간(2000~2009)에 걸쳐 평균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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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consists of two independent essays on investments. 

The first essay(Essay I) is about a special type of high frequency trading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stock market. On 23 Mar 2009, the KRX begins to run an up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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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system called ‘EXTURE’. Since then, we witness a growing number of trading 

that is characterized by extremely fast repetition of order submission and cancellation. 

Such a trading strategy is believed to be computer-generated, given that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orders is no longer than one-second. This is the same type of HFT 

strategy that is discovered and named ‘Strategic Run’ by Hasbrouck and Saar(2012) in 

NASDAQ.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Strategic Run on market quality in 

terms of liquidity, volatility and price discovery.  

Intraday analysis indicates that Strategic Runs are more likely to occur when lagged 

liquidity is low and lagged volatility is high. For the short interval when Strategic Runs 

are the most concentrated, Strategic Runs tend to demand liquidity by submitting higher 

proportion of marketable limit orders. This partially contributes to increased spreads, 

decreased depth, and higher volatility. Following that interval, however, Strategic Runs 

mitigate the temporary liquidity shock by supplying liquidity(i.e. submitting non-

marketable limit orders).  

We analyze the short-term price impact of large order imbalance event incurred by 

Strategic Runs. There is a large positive(negative) return associated with the large 

positive(negative) Strategic Run-generated order imbalance event. We barely find any 

return reversal following the positive order imbalance event. This implies that Strategic 

Runs might help incorporate short-run information into prices. In contrast, large 

negative order imbalance event is followed by reversal, which means Strategic Runs 

might destabilize prices temporarily. 

 The second essay(Essay II) is about price-based return comovement i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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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market. Stock returns exhibit increased comovement with low-priced stocks 

following stock splits. Direct decomposition reveals that individual investor trading 

accounts for the most of the shift in comovement. The shift in comovement is more 

pronounced with greater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 trading and 

when investor sentiment is high. This suggests that individual investors are subject to 

behavioral bias that categorizes stocks based on price.  

Price-based return comovement is evident in full-cross section of stocks. Furthermore, 

low-priced stocks tend to comove strongly with similarly priced stocks, whereas high-

priced stocks do not. We attempt to explain this by demonstrating that the individual 

investor trading is the source of price-based return comovement. Specifically, individual 

investor trading is more concentrated in low-priced stocks, thereby resulting in return 

comovement due to behavioral bias. In contrast, return comovement seems to weaken in 

high-priced stocks, not only because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investor trading is 

relatively low, but also because institutions, foreigners, and other investors trade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return comovemen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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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II) Stock Split, Nominal Price, Return Comovement, Individual Investor,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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