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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비금융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생액 이상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헤지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한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액 이상현상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발생액 이상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조정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활동은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공매도 거래량이 집중되지 않았으며, 공매도 제약 기간을 

사용하여 발생액 수익률 스프레드를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약에 관계없이 

스프레드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용치로 기관 지분율을 

사용하였지만, 실증 분석 결과 기관 지분율은 공매도 차익거래를 설명하는 

대용치로서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녔다. 기관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 기관 지분율이 유의적인 값을 

가졌으나, 기관 지분율이 낮을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역의 관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은 존재하지만, 

이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차익거래가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발생액, 발생액 이상현상, 공매도 차익거래, Accrual anomaly, 

Short arbitrage 

학   번 : 2011-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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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식공매도(Shrot sales)란 주가하락에 따른 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여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하는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매도포지션은 주식의 매입, 보유 상태인 매입포지션(long 

position)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하는 거래이므로 주식의 정보가 주가에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하며, 공매도가 없었다면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을 

주식을 대차하여 매도함으로써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엄경식, 빈기범, 김준석 2011).  

한 주식의 공매도 양을 나타내는 공매도 거래량(Short Interest)은 

공매도 차익거래(Short Arbitrage)의 양태를 보여준다. 공매도 차익거래는 

가격왜곡(mispricing)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과대평가된 주식이 

적정 가격으로 내려갈 때까지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때까지 공매도 차익거래는 지속된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차익거래가 성공적으로 가격 왜곡을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액(accruals)과 발생액에 따른 

가격 오류(misevaluation)을 이용하여 기업의 과대평가에 공매도 차익거래가 

일어나 가격 수정(price correction)을 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공매도 

대상의 공급 제약이 발생액 이상현상에 대한 공매도 차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발생액(Accruals)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과 기업의 활동에 

따른 실제 현금유출입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발생액 중에는 경영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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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미국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발생액은 주식의 미래 비정상 수익(abnormal return)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Sloan 1996). Fama와 French(2010)는 발생액 

이상현상이 널리 퍼져있는 강력한 재무적인 이상현상 중의 하나임을 

인정한다. 몇몇 연구들은 발생액 이상현상의 원인을 투자자의 

순진함( vet )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 이 가설 하에서 높은 발생액은 

과대평가를 가져오고, 이 과대평가가 수정되기 때문에 낮은 비정상 

수익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낮은 발생액은 과소평가되어 

후에 높은 비정상 수익률을 가져온다. 이러한 가설은 시장의 비효율성에 

기반한 것이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저평가된(발생액이 낮은) 주식에 매입포지션을 

취하고, 고평가된(발생액이 높은) 주식에 매도포지션을 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투자전략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공매도 거래량과 발생액을 통해 투자자들이 공매도 차익거래를 하는지 

검증하였다. 매입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수익률 스프레드를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만약 공매도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우리는 매도포지션과 매입포지션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매도 

차익거래가 현물을 매입하는 차익거래보다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발생액과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과거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른 이상 현상과 관련있는 다양한 가격결정요인들을 

포함하여 발생액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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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공매도차익거래 전략의 효율성(effectiveness)과 

발생액 이상현상의 수익률 스프레드 감소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주식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공매도차익거래 제약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도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공매도차익거래과 발생액 

이상현상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변수로서 기관투자자 지분율을 사용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비금융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발생액이 가장 

낮았던 주식들을 매수하고 가장 높았던 주식들을 매도하여 구성한 발생액 

헤지포트폴리오가 양의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발생액 이상현상으로 양의 유의적인 초과수익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매도 차익거래의 활동은 미비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높은 발생액 기업들이 높은 공매도 거래량을 갖지 않았고, 높은 

발생액 기업과 낮은 발생액 기업 간의 공매도 거래량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높은 발생액이 부분적으로 공매도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발생액 그룹으로 이동이 있을 때 공매도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하며, 이는 다른 그룹으로의 상향 이동의 공매도 거래량 변화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하지만 최상위 발생액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으로 

상향이동은 공매도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공매도 제약 기간 동안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검정한 결과, 공매도 제약 기간 동안 수익률 

스프레드는 변동이 없어 공매도 제약과 관계없이 발생액 이상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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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차익거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 검정에서 기관 지분율은 수익률 

스프레드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 지분율은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제한적인 설명력을 갖는다. 

단변량 분석에서도 기관의 지분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이 높지 않았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우선 2장에서는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과 검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정의하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발생액 수익률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설명하는 대용치(proxy)로서 기관 

지분율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일변량 분석을 시행한다. 6장에서는 다변량 분석으로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 관계를 검증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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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연구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Richardson(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공매도 매도자들은 발생액이 높은 

기업들의 과대평가(overvaluation)에 대해 차익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공매도 매도자들이 발생액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기 

때문이라 평가하였다. 공매도 차익거래에 대한 다른 연구로, Desai, 

Krishnamurthy, and Venkataraman(2006)는 1997년부터 2002년사이의 불량한 

공시로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공매도가 

발생액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는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이 많을수록 공매도 차익거래가 더 

활발히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Asquith, Pathak, and Ritter(2005), 

Negal(2005)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대여의 주요한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의 지분율이 공매도의 용이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대용치(proxy)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irshleifer, Teoh, Yu(2011)는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의 양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는 Richardson(2003)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공매도 차익거래가 발생액 이상현상으로 인한 가격 왜곡(mispricing)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관의 지분율이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를 나타내는 훌륭한 대용치(proxy)로 

사용될 있음을 제시하였다. 

발생액 이상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발생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발생액에 대한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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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연구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손병철외 3인(2005)과 고봉찬, 

김진우(2007), 고봉찬, 김진우(2009) 등이 있다. 손병철외 3인(2005)과 

고봉찬, 김진우(2007)연구에서는 발생액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하고, 

낮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수하여 구성한 헤지 포트폴리오가 구성 후 

1년에서 3년까지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는다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고봉찬, 김진우(2009)의 연구에서는 발생액 이상현상이 차익거래위험이 

높은 주식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식가격이 낮아서 

거래비용이 높은 주식들로 구성한 발생액 헤지 포트폴리오 역시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는 차익거래위험보다 덜 

체계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발생액과 관련된 많은 국내 연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전무하다. 본 연구는 

발생액 이상현상과 가격 왜곡의 해소의 역할로서 공매도 차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액을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전략의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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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대상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 증권 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던 비금융권 기업들을 분석 대상 표본으로 삼고 

있다. 이때, 상장 폐지 되었다가 재상장한 기업은 분석대상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일별 또는 월별 주식자료를 사용하는 실증분석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8개월이다. 개별 종목의 공매도 거래량 

자료는 2008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기간을 2008년부터 시작하였다. FnDataGuide에서 공매도거래량 자료는 

2008년부터 6월부터 추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수익률, 

시가총액,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율 등과 같은 자료는 FnDataGuide에서 

추출하였다.  

주요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생액(Operating Accrual, OA) 

발생액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차를 

평균총자산으로 나눈다. 평균총자산은 전년도 총자산과 당년도 총자산을 

더한 후 2로나누어준다. 

②  공매도 거래량(Short Interest, SI) 

기존의 많은 국내 연구(남상구, 박종호(1996), 황선웅, 조영석(2010), 

엄경식, 빈기범, 김준석(2011) 등)에서 대차잔고를 주식공매도에 대한 

대리변수를 자주 사용해 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차거래는 보유기관이 거래의 결제 또는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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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서 매도를 한 후 일정기간 후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주식을 갚는 

제도이다.  

차입공매도는 대차거래와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차입공매도는 매도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주식을 빌려서 

매도거래를 하는 경우이지만, 대차제도는 차입자가 대여자의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입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거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식인수도를 위하여 주식을 2영업일 

이내에 확보하여야 하거나 주식을 수도결제한다. 하지만 대차거래의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대차거래가 이루어진 당일에 주식매도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대상주식을 차입한 이후 

주식매도 및 매수거래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상환일에 주식을 

상환하여도 되는 것이다. (박기봉 2011) 

공매도 거래량(SI)을 구하기 위해 (결산월+5)개월부터의 자료를 

사용한다. (결산월+5)개월이 공매도 거래량 보고월(t)이 된다. 예를 들어 

12월이 결산월인 기업의 SI 보고월의 시작은 익년의 5월부터이다. SI는 

보고월의 15일 공매도 거래량에 상장주식수를 나누어 산출한다. 만약 

15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전일의 자료를 사용한다.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 100을 곱한다.  

③  기관 지분율(Institutional Ownership, IO) 

각 주식 별 기관지분율을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 되어 있는 5% 이상 지분취득을 신고한 

투자자들을 기관투자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신고한 지분율을 기관지분율로 

계산하였다. 5% 이상 지분 투자자 내역은 Fnguide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5% 

이상 지분 투자자 내역은 분기별로 공시되므로 분기별 기관지분율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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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량 보고월(t)을 기점으로 1, 2개월(t-1, t-2) 전의 자료와 합쳤다.  

④  잔여 기관 지분율 (Residual Institutional Ownership, ResiIO) 

잔여기관지분율은 Nagel(2005)의 방법을 따른다. 아래의 식에 따라 

Logit 변수를 구한다.  

Logit(IO) = log(IO/(1-IO)) 

기관지분율(IO)가 0.0001 이하 0.9999 이상인 경우에는 0.0001, 0.9999로 

바꾸어 식에 대입한다. Logit(IO) 변수를 lnSIZE와 lnSIZE의 제곱에 대해 

회귀분석한다. LnSIZE는 SI 보고월의 100만원 단위의 시가총액 로그값이다. 

분기 단위로 회귀분석을 하였고 분기별 회귀분석의 잔차가 

잔여기관지분율(Resi IO)이 된다.  

⑤  비유동성(Illiquidity, ILLIQ) 

일별수익률의 절대값을 일별 거래액으로 나눈 값의 평균으로 SI 

보고월 이전월까지 1년이 ILLIQ 산출기간이 된다. 예를 들면 2010년 5월이 

SI 보고월인 기업의 ILLIQ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일별자료를 사용하여 구해진다. 양철원, 최혁(2008)에 따라 단위 조정을 

위하여 을 곱하였다.  

⑥  레버리지(Leverage)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⑦  손실기업(LossFirm) 

더미변수로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음수일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당기순이익이 양수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⑧  STDRES 

STDRES는 Market Model의 잔차의 표준편차이다. ILLIQ와마찬가지로 

보고월 이전월까지 1년이 산출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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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SIZE 

월별시가총액총액으로 단위는 100만원이다. 

⑩  BTM(Book-to-market) 

총자본에서 우선주자본금을 뺀 값을 결산월의 시가총액으로 나눈값을 

의미한다. 

⑪  Momentum 

SI 보고월을 기준으로 -12개월~ -2개월간의 월별보유(compounded) 

수익률을 의미한다. 

 

<표 1>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SI 0.0110 0.0036 0.3203 0.0000 

OA -0.0214 -0.0174 1.3479 -1.8465 

IO 0.1495 0.1295 1.0405 0.0000 

Resi IO -0.0030 -0.0053 11.1340 -7.3181 

ILLIQ 0.3031 0.0334 59.8992 0.0000 

Leverage 0.4325 0.4330 1.8068 0.0358 

LossFirm 0.1699 0.0000 1.0000 0.0000 

STDRES 0.0274 0.0257 0.0834 0.0058 

Size(억원) 1,639,593 189,843 194,008,741 5,989 

BTM 1.5317 1.2071 15.3579 -12.0292 

Momentum 0.1245 -0.0215 110.7269 -0.8921 

표본 수  3,084 

  

<표1>은 3,084개의 기업-연도별 자료를 사용한 기초 통계량이다. 

공매도 거래량의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문제로 각 기업들은 1년의 

1개의 관측값을 갖는다. 미국 시장 자료와 비교(Hirshleifer, Teoh, and Yu 

2011)하여 공매도 거래량 비율(SI)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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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보다 한국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ILLIQ변수의 평균과 중간값은 높은 

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분석에는 로그값을 붙인 lnILLIQ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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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생액 이상현상과 수익률 스프레드  

 

공매도 거래와 발생액 이상현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전에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또한 발생액에 따라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에 대한 검정 

또한 실시하였다. 만약 공매도 차익거래전략이 제약으로 인하여 

매수차익거래(long arbitrage)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와 매도 

사이에 수익률 스프레드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롱포지션을 취하는 매수 전략보다 숏포지션을 취하는 공매도 전략이 

제한이 더 크기 때문에, 낮은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의 값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높은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의 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포트폴리오 간 비정상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2>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KOSPI)에 29,102개의 기업-월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 

결과이다. 표본의 모든 기업들은 발생액의 크기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Daniel, Grinblatt, Titman, and 

Wermers(1997)가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하여 Size, book-to-market, 

momentum에 따라 구성한다. 전체 표본수를 고려하여 각각 4개의 그룹으로 

총 64개의 벤치마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먼저 전체 표본집단에서 

시가총액(size)를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하나의 size 집단을 

book-to-market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총 16개의 집단을 만든다. 이 

16개의 집단을 다시 momentum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총 

6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모든 기업들은 64개의 포트폴리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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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끼리 수익률을 동일 

가중평균하여 벤치마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한다. 기업의 월별 

수익률에 그 기업이 속한 벤치마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차감하여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Abnormal return)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속한 

발생액 5분위 그룹에 따라 평균하여 발생액에 그룹에 따른 비정상 

수익률을 얻는다. 은 가장 낮은 발생액 집단의 평균 비정상 수익률을 

의미하며, 은 가장 높은 발생액 집단의 평균 비정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월별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을 Time-series 평균을 구한 

값이 표에 나타나 있다.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는데 Fama-

MacBeth의 방법으로 48개월 간의 Time-series로 계산한다. 헤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수익률 스프레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매월의 과 을 가지고 수익률 스프레드를 구한다고 할 때, 

표본에서 48개의 비정상 수익률 스프레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음 

48개의 값들을 이용하여 time-series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값이 0과 다른지 

t-test를 실시한다.  ***은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2>에서 발생액이 낮은 포트폴리오에 롱포지션을 취하고, 발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에 숏포지션을 취한 헤지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또한 단조적인(monotonic)한 증가는 아니지만, 

발생액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이 가장 높고, 발생액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표 2> 발생액 포트폴리오에 따른 월별 비정상 수익률의 평균 

발생액 5분위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의 월평균   

최하위 0.0019   

 

(0.97) 

 2 0.0013 

 

 

(0.82) 

 3 0.0013 

 

 

(0.77) 

 4 0.0006 

 

 

(0.52) 

 최상위 -0.0053 ** 

  (-2.28)   

헤지 포트폴리오 비정상수익률 0.0072 ** 

( - ) (2.16) 

 월별 평균 주식수 553   

 

앞서 논의하였듯이, 비정상 수익률 스프레드는 공매도 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발생액 포트폴리오에서 

발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은 발생액이 낮은 

포트폴리오의 비정상 수익률보다 유의적으로 낮다. 따라서 발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공매도를 하고, 발생액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양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추가적인 양의 수익률이 바로 비정상 수익률의 스프레드 값이 된다. 만약 

공매도가 제한으로 인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면, 공매도 대상이 되는 

자산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매도 제약으로 

공매도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공매도 자산의 더 낮은 수익률을 초래하게 된다. 발생액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매입하는 제약은 공매도 제약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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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므로 낮은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매도 제한만이 수익률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수익률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수익률 

스프레드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은 발생액 이상현상에서 비정상 수익률 스프레드의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매 월, 기업들은 전년도 결산월의 

발생액에 따라 5개 포트폴리오로 분류된다. 발생액이 가장 높은 5분위 

포트폴리오(H로 표시)와 발생액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L로 표시)에 속한 

기업들을 기관 지분율(IO)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그런 다음,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기업 1개와 최하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기업 1개를 

기관 지분율 순위에 맞춰 선택하여 2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수익률 

스프레드는 최하위 발생액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과 최상위 발생액 기업의 

비정상 수익률의 차로 정의한다. 이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속변수로 기관 

지분율과 다른 독립변수들과 함께 회귀분석한다. 독립변수는 2기업 

포트폴리오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BTM은 2기업 포트폴리오 

BTM의 평균이다. 즉, BTM=  이다. 주요 종속변수는 기관 

지분율로서, 2가지 모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Model 2는 Negal(2005)에 따라, 

기업의 Size 효과를 통제한 잔여기관지분율 (Resi_IO)을 사용한다. lnilliq는 

2기업의 illiq 로그값의 평균이다. lnSize는 size의 로그값의 평균이다. 기업-

월별 표본 수는 2,297개이다. 왜냐하면 <표2>의 표본 대상 중에서 최상위, 

최하위 5분위 집단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2> 대상기업의 20%가 되어야 

하나, 결측값으로 표본 수는 다소 줄었다. 수익률 스프레드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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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Fama-

MacBeth(1973) 횡단면 분석하였다. t-값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 t값들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Newey and West(1987) 방식에 

따라 GMM으로 추정한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3> 비정상 수익률 스프레드의 다중 회귀 분석 

종속변수: 비정상 수익률 스프레드( - ) 

  Model 1   Model 2   

기관지분율 

측정변수 
lnIO 

 
Resi IO 

 

 0.012 
 

0.011 
 

  (1.26)   (1.34)   

Constant -0.016 
 

-0.039 
 

 (-0.07) 
 

(-0.16) 
 

Btm 0.018 *** 0.018 *** 

 (3.66) 
 

(3.75) 
 

Leverage 0.025 
 

0.024 
 

 (0.55) 
 

(0.53) 
 

Lnilliq -0.011 
 

-0.012 
 

 (-0.93) 
 

(-0.95) 
 

Lnsize -0.005 
 

-0.005 
 

 
(-0.25) 

 
(-0.26) 

 
Lossfirm -0.051 ** -0.051 ** 

 (-2.57) 
 

(-2.59) 
 

Stdres 0.812 
 

0.82 
 

  (0.72)   (0.72)   

표본 수 2,297   
 

2,297     

Adjusted  0.051   0.049   

 

<표3>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대용치(proxy)로서 기관 지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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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Hirshleifer, Teoh, Yu(2011)의 결과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Hirshleifer, Teoh, Yu(2011)가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한 수익률 비대칭( 의 절대값의 

차이)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기관 지분율 회귀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기관이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수익률 스프레드는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수익률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수익률 스프레드에 BTM, Lossfirm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변수들은 

발생액 이상현상의 공매도 차익거래와 관련이 없는 개별 기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변수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의 

불일치(disagreement)와 관련되어 있다. 발생액 이상현상이 아니라도, 

기업이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거나, 기업의 미래 이익 창출에 

이상이 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 할 것이므로 

이는 수익률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친다. 

기관의 지분율과 발생액 수익률 스프레드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이 공매도 거래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발생액으로 생기는 이상현상으로 생기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줄이는 공매도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공매도 차익거래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활용될 기관 소유의 주식이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발생액 이상현상에 대한 공매도 

차익거래의 검정은 5장에서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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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매도 차익거래와 발생액 간의 관계: 일변량 분석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장에서 공매도 거래량을 이용하여 발생액 이상현상의 가격 

왜곡(mispricing)을 해소하는 공매도 차익거래의 역할에 대해 검정을 한다. 

먼저, 1절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의 공매도 차익거래를 검증한다. 2절에서 

공매도에 사용되는 대여 주식수를 나타내는 대용치로 기관지분율을 

사용하여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를 분석한다. 3절은 발생액의 변화에 따른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제한 기간 

동안의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와 수익률 스프레드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1. 발생액 이상현상의 공매도 차익거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은 

존재한다. 최상위 발생액 그룹은 음의 비정상 수익률을 가지고, 최하위 

발생액 그룹을 매수하고 최상위 발생액 그룹을 매도하는 헤지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양의 비정상 수익률을 가졌다. 투자자는 이러한 

발생액 이상현상을 이용하여 공매도 차익거래를 하여 양의 차익거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차익거래를 시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차익거래 수익은 줄어들고 발생액으로 존재하는 

가격왜곡(mispricing) 현상은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한다면, 최상위 발생액 집단에서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최상위 발생액 집단에서 가장 높은 공매도 거래량이 

나타날 것이다. <표4>는 발생액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을 일변량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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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는 <표2>의 29,102개의 기업-월별 자료를 가지고 시작한다. 

같은 연도에 존재하는 공매도 거래량 값이 중복으로 자기상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나의 공매도 거래량의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종 표본은 2,616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가지게 된다. 표본의 

관측치는 매년 발생액에 따라 5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되고, 이에 

상응하는 대차잔고의 값은 이전 연도의 결살월의 5개월 뒤의 값으로 

측정된다.  

공매도 거래량 비율(SI)은 결산월 5개월 후인 보고월 15일의 공매도 

거래량에 그 날의 상장주식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이 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개의 공매도 거래량 비율의 

연간 평균값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t-값은 4개의 시계열 값으로 산출되었다.   

 

<표 4> 발생액 포트폴리오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일변량 분석 

발생액 5분위 포트폴리오에 따른 연평균 공매도 거래량 비율(%)  

발생액에  

따른 분류 
최하위 2 3 4 최상위 

최상위 

- 최하위 

공매도 거래량 

비율(%) 

(t-값) 

0.0077 0.0048 0.0060 0.0053 0.0060 -0.0017 

          (-1.07) 

 

<표4>에서 발생액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공매도 

거래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하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공매도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에서 최하위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뺀 공매도 거래량은 음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Richardson(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은 존재하지만, 이 정보를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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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않고 차익거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공매도 차익거래에 대한 기관 지분율의 효과 

이 절에서는 발생액과 함께 기관 지분율을 고려하여 공매도 차익거래 

행위를 분석한다. Asquith, Pathak, Ritter(2005)와 Hirshleifer, Teoh, Yu(2011)에 

따르면 기관의 보유 주식수는 공매도 대상 주식의 주요한 공급원으로서 

기관 지분율과 공매도 거래의 상관성을 보였다. 기관 지분율이 공매도 

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임을 검증한다.  

어떤 기업이 높은 발생액을 보였을 때, 투자자는 공매도 차익거래를 

통해 그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할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는데 있어 

공매도 대상의 제약이 적다면 공매도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5>는 

공매도 유인과 공매도의 용이성을 두 개의 축으로 놓고, 공매도 거래량의 

차이를 검증한다. 가로 축은 공매도 차익거래의 유인을 나타내고, 세로 

축은 공매도 거래의 효율성(effective)를 나타낸다.  

<표5>는 <표4>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매년 

발생액과 기관 지분율(IO)과 잔여 기관 지분율(Resi IO)에 따라 각각 5분위 

집단으로 나뉜다. 각 집단의 값은 연도별 공매도 거래량 평균들을 time-

series로 평균한 값이다. 이 평균값이 0과 다른지 t-test를 실시한다.  각 

집단 간 연도별 평균의 차이는 집단 간 이분산을 가정한 Satterthwaite t-

test로 검정하였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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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생액과 기관 지분율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비율 

Panel A: 발생액과 기관지분율(IO)에 따른 분류 
  

 
최상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최하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차이: 
최상위-최하

위 

 

  

최하위 5분위 IO 0.0078 *** 0.0140 * -0.00616 
 

 
(2.16) 

 
(1.90) 

 
(-0.75) 

 
최상위 5분위 IO 0.0077 *** 0.0023 *** 0.00541 ** 

 
(3.09) 

 
(2.51) 

 
(2.04) 

 
차이: 최상위-최하위 -0.0002 

 
-0.0117 

 
0.01160 *** 

 
(-0.04) 

 
(-1.58) 

   
Panel B: 발생액과 잔여 기관 지분율(Resi IO)에 따른 분류 

 

 
최상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최하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차이: 

최상위-최하

위 

 

  

최하위 5분위 IO 0.0089 ** 0.0132 * -0.0043 
 

 
(2.18) 

 
(1.93) 

 
(-0.54) 

 
최상위 5분위 IO 0.0073 *** 0.0021 ** 0.0052 * 

 
(3.02) 

 
(2.32) 

 
(2.00) 

 
차이: 최상위-최하위 -0.0016 

 
-0.0111 

 
0.0095 *** 

 
(-0.33) 

 
(-1.60) 

   

 

Panel A를 살펴보면 발생액이 낮고, 기관 지분율이 낮은 그룹의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높다. 이는 발생액이 높고, 공매도의 제약의 적을 때, 

공매도 차익거래로 공매도 거래가 가장 높다는 Hirshleifer, Teoh, Yu(2011)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최하위 5분위 기관 지분율(IO) 그룹에서 

발생액 포트폴리오 간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 차이는 -0.00616으로 

유의적이지 않지만(t값은 -0.75), 최상위 5분위 기관 지분율 집단에서 

발생액 포트폴리오 간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 차이는 0.00541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가장 높고 가장 낮은 

발생액 5분위 그룹에서 기관 지분율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적이지 않다. 잔여 기관 지분율(Resi IO)를 이용한 Panel B의 결과도 

Panel A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5>의 결과는 기관 지분율이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용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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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낮은 발생액 집단에서 높은 공매도 거래량을 보인다는 <표4>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3. 발생액의 변화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의 변화 

발생액의 증가와 공매도 거래량의 증가의 관계에 미치는 

외생적인(extraneous)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량의 변화를 

사용하여 발생액과 공매도 거래량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표6>은 

발생액의 증가가 공매도 거래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공매도 거래량 변화는 보고월(결산월+5개월)의 공매도 거래량 

비율에서 전년도 보고월의 공매도 거래량 비율을 뺀 것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결산월이 12월인 기업의 2009년 공매도 거래량 변화는 2009년 

5월 거래량 비율 빼기 2008년 5월 거래량 비율이 된다. 매년 기업들은 

발생액에 따라 5분위 포트폴리오로 나뉜다.  

‘최상위 발생액 이동’은 t-1년 최상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보다 

낮은 포트폴리오에 있다가 t년에 최상위 5분위 발생액 포트폴리오로 

이동한 주식들을 가리킨다. 최상위 5분위의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이동뿐만 

아니라 높은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이동도 공매도 거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이동’을 

사용하였다.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이동’은 t년의 기업의 발생액 5분위 

순위가 t-1년의 순위보다 높아진 주식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상위가 

아닌’이 의미하듯이,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로의 이동은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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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생액 순위 변화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변화 

Panel A: 기관 지분율 변화(IO)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변화 
      

  전체 표본 
 

최하위 5분위 

IO  
2 

 
3 

 
4 

 

최상위 5분위 

IO 

최상위 

발생액 이동 

0.0006  0.0025 

 

0.0009 

 

-0.0009 

 

-0.0032 

 

0.0034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 이동 

-0.0101  -0.0026 

 

-0.0134 

 

-0.0029 

 

-0.0257 

 

-0.0009 

           

차이 
(t-값) 

0.0107 *** 0.0052 
 

0.0144 *** 0.0020 
 

0.0225 * 0.0043 

(3.11)     (0.81)   (2.81)   (0.46)   (1.93)    (0.92) 

Panel B: Residual 기관 지분율 변화(Resi IO)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비율 변화 
    

  전체 표본 
 

최하위 5분위 

IO  
2 

 
3 

 
4 

 

최상위 5분위 

IO 

최상위 

발생액 이동 

0.0006  0.0026 

 

0.0010 

 

-0.0010 

 

-0.0027  0.0037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 이동 

-0.0101  -0.0030 

 

-0.0134 

 

-0.0056 

 

-0.0235  -0.0010 

           

차이 

(t-값) 

0.0107 *** 0.0057 
 

0.0144 *** 0.0046 
 

0.0208 * 0.0047 

(3.11)   (0.91)    (2.79)    (0.93)   (1.77)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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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총 표본의 수는 684개이다. 684개의 기업-년도별 자료는 

‘최상위 발생액 이동’ 혹은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이동’에 속한다. 

공매도 거래량 비율의 평균이 <표6>에 나타나 있다. 평균의 차이는 

이분산을 가정한 Satterthwaite 2 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앞선 <표5>와 마찬가지로, 공매도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기관 

지분율을 사용하였다. 기관 지분율의 정도에 따라 ‘최상위 발생액 이동’과 

‘최상위가 아닌 발생액 상향이동’의 공매도 거래량 변화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관 지분율이 공매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용치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공매도 제한에 따른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 

이제까지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발생액의 증가가 공매도 차익거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표6>에서 최상위 발생액 집단으로의 이동이 공매도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다른 발생액 집단으로 상향이동이 공매도 거래량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1절과 2절에서는 발생액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활발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발생액 이상현상으로 

인한 가격 왜곡(mispricing)을 해소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활동이 미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액 이상현상과 공매도 차익거래의 간의 관계를 

공매도 제한 기간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10월 1일에서 2009년 3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주식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ELW, ETF, 주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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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 주식 저 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의 시장 조성 행위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주식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였다.
1

 또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 확산으로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하였다. 이전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자본 

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하게 

하였다.
2
 

공매도가 제한된 시기에는 공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공매도의 제약으로 차익거래를 할 수 없다. 차익거래의 제한으로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시장의 가격의 괴리는 더 커질 것이다. 

발생액 이상현상에 공매도 거래의 제약을 적용하면 발생액이 높은 

기업들을 공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액이 높은 포트폴리오와 

발생액이 낮은 포트폴리오 간의 스프레드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7>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9,102개의 기업-월별 

자료를 사용한다. 기업들은 매월 발생액에 따라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뉜다. Size, BTM, Momentum에 따라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월의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한다. 개별 주식의 월별 비정상 

수익률은 기업의 월별 수익률에서 동일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은 가장 낮은 발생액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비정상 수익률을 의미하며, 은 가장 높은 발생액 집단에 

                                           
1
 2008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2011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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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기업들의 평균 비정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수익률 스프레드는 에서 

를 차감한 값으로 표본기간에 따라 48개의 값을 갖는다. 

공매도 거래량(SI)은 월별로 평균한다. 공매도 제한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011년 8월부터 2011년 10까지 8개월이다. 

나머지 40개월은 공매도 비 제한 기간이다. 공매도 거래량과 수익률 

스프레드의 Time-series 평균을 공매도 제한 기간과 공매도 비제한 

기간으로 나누어 Satterthwaite 2 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7> 공매도 제한 기간과 발생액 수익률 스프레드  

Panel A: 공매도 제한 기간에 따른 공매도 거래량 비율(%) 평균 
 

 

공매도거래량
(%) 

 

공매도 비제한 기간 공매도 제한 기간 비제한 - 제한 
 

0.00563 0.00011 0.00553 *** 

  
(19.42) 

 

Panel B: 공매도 제한 기간에 따른 수익률 스프레드 평균 
 

수익률 
스프레드 

(  ) 

공매도 비제한 기간 공매도 제한 기간 비제한 - 제한   

0.00867 0.00231 0.00636 
 

  
(0.64)   

 

Panel A에서 공매도 비제한 기간 동안의 공매도 거래량은 제한 기간의 

공매도 거래량보다 훨씬 높다. 공매도 거래량의 차이도 매우 유의하다. 

따라서 공매도 차익거래의 제약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Panel 

B의 수익률 스프레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발생액 이상현상이 존재하여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차익거래가 가격왜곡(mispricing)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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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공매도 차익거래와 발생액 간의 관계: 다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은 발생액에서 횡단면 차이만을 분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변량 분석은 외생적인 고정 효과(extraneous fixed effect)을 걸러낼 

수 있지만, 시간 변동 효과(time-varying effect)를 통제할 수 없다.  

공매도 차익거래의 다변량 분석은 단변량 분석보다 나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발생액 이상현상과 차익거래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필요없는 공매도 거래량 결정 요인들이 존재한다. 또한 발생액 변수가 

Momentum이나 Book-Market요인 같은 다른 수익률 예측변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한 이상현상(Anomaly)에 대한 공매도 차익거래가 

공매도 거래량과 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액 

이상현상의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수익률 예측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Dechow, Hutton, Meulbroek, 

Sloan(2001)는 공매도 차익거래의 가치(BTM) 효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량의 결정요인과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매도 거래량의 일반적인 결정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기관 지분율(IO), 수익률 잔차 변동성(STDRES), Book-To-Market(BTM), Size, 

Momentum, 레버리지(leverage), 유동성(ILLIQ), 손실 기업 더미(Lossfirm) 

등을 사용하였다. Asquith, Pathak, Ritter(2005)에 따르면, 기관 지분율이 높을 

때,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기관 지분율을 

통제한다. 높은 유동성은 주식을 공매도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Amihud의 

비유동성 척도의 로그값(lnIlliq)을 통제한다. 높은 잔차 변동성은 개별 

주식의 공매도 차익거래를 더 위험하게 하기 대문에 잔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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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STDRES)도 포함하였다.  

발생액이 아닌 기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자 간의 

불일치(disagreement)가 공매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D’Avolio 

2002). 만약 투자자들 간의 불일치가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 발생액과 

공매도와 관계없이 투자자들은 정보에 따라 기업들을 공매도 할 것이다. 

높은 잔차 변동성이 예로 들 수 있다. 높은 잔차 변동성은 투자자들 간에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차 변동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 가치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 간의 이견이 갈릴 수 있다. 

Book-to-Market은 불일치와 역의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성장 

기업(낮은 Book-to-Market)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ok-to-market과 Size 변수는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Momentum 역시 수익률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서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Momentum은 SI 보고월 시점에서 

-12 ~ -2개월 간의 보유(compounded) 수익률로 측정하였다. 

5장에서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 이동이 공매도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매도 차익거래의 분석에 HighAccrual이라는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HighAccrual은 기업이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1의 값을 가지고,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와 기관 지분율 간의 상호 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HighAccrual*IO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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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매도 거래량의 다변량 분석 

Panel A: Regressions with      Panel B: Fama-MacBeth regressions 

two-way clustered standard errors           

기관 지분율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변수 lnIO 
 

lnIO 
 

lnIO 
 

lnIO 
 

HighAccrual 0.0037   0.0026 * 0.0028 

 

-0.0001 
 

 
(1.64) 

 
(1.70) 

 
(1.21) 

 

(-0.12) 
 

IO -0.0025 ** -0.0025 *** -0.0025 * -0.0027 

 
 

(-2.35) 
 

(-2.82) 
 

(-1.70) 

 

(-1.69) 
 

HighAccrual*IO 
  

-0.0005 
  

 

-0.0013 
 

   
(-0.48) 

  
 

(-1.46) 
 

lnIlliquidity 0.0001 
 

0.0001 
 

-0.0029 

 

-0.0023 
 

 
(0.08) 

 
(0.09) 

 
(-0.92) 

 

(-0.93) 
 

Leverage -0.0011 
 

-0.0012 
 

-0.0043 

 

-0.0045 
 

 
(-0.23) 

 
(-0.24) 

 
(-1.04) 

 

(-1.05) 
 

LossFirm 0.0007 
 

0.0007 
 

0.0006 

 

0.0007 

 
 

(0.23) 
 

(0.24) 
 

(0.63) 

 

(0.69) 
 

STDRES -0.0185 
 

-0.0177 
 

0.1330 *** 0.1352 *** 

 
(-0.15) 

 
(-0.14) 

 
(5.83) 

 

(5.46) 
 

lnSize 0.0035 ** 0.0035 ** 0.0035 *** 0.0035 *** 

 
(2.41) 

 
(2.40) 

 
(3.93) 

 

(3.94) 
 

BTM -0.0009 
 

-0.0009 
 

-0.0009 

 

-0.0003 
 

 
(-1.63) 

 
(-1.59) 

 
(-0.52) 

 

(-0.53) 
 

Momentum 0.0000 
 

0.0000 
 

0.0024 

 

0.0024 

 
 

(0.34) 
 

(0.34) 
 

(0.94) 

 

(0.95) 
 

Constant -0.0395 ** -0.0393 ** -0.0441 *** -0.0436 *** 

  (-2.11)   (-2.11)   (-4.12) 

 

(-4.02) 
 

N 692   692   692   692   

Adjusted  0.09   0.09   0.09   0.09   

 

<표8>은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결측값을 제외한 692개의 기업-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공매도 거래량 비율(SI)이다. Panel A에서 각 회귀계수의 t-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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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en(2009)이 제시한, two-way clustered standard error (기업과 월로 

clustering) 조정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위 방식은 패널 자료에서 횡단면과 

시계열 간의 상관관계를 수정한다. Panel B에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Fama-MacBeth(1973) 횡단면 분석하였다. t-값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 t-값들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Newey 

and West(1987) 방식에 따라 GMM으로 추정한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8>은 발생액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8>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Hirshleifer, Teoh, Yu(2011)의 연구에서 HighAccrual과 기관지분율이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여, 공매도 차익거래가 발생액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HighAccrual의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로 Fama-MacBeth 분석의 Panel A의 회귀분석에서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가진다.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이동이 공매도 

차익거래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기관 지분율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대용치로서 기관 지분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5장의 단변량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8>에서 

기관 지분율이 유의적인 값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매도 거래량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공매도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최상위 발생액 포트폴리오의 이동과 기관 지분율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HighAccrual*IO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음의 값을 

갖는다. 기관 지분율과 공매도 거래의 음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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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액 포트폴리오로 이동하고 기관 지분율이 높은 경우 공매도 거래량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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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발생액 이상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액 이상현상은 존재하나, 발생액 

이상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조정하는 공매도 차익거래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Richardson(2003)의 결과와 유사하다.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 제약으로 공매도 차익거래가 발생액 

이상현상의 가격 왜곡 해소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매도 

제약 기간을 사용하여 발생액 수익률 스프레드를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약에 관계없이 스프레드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발생액 

이상현상을 해소하는 차익거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한편, Hirshlerifer, Teoh, Yu(2011)는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용치로 기관 지분율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 

기관 지분율은 공매도 차익거래를 설명하는 대용치로서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녔다. 일변량 분석에서 기관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 기관 지분율이 

유의적인 값을 가졌으나, 기관 지분율이 낮을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차익거래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변수에 대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짧은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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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48개월 간의 표본 기간 동안 9개월 간의 공매도 거래 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차익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차익거래를 잘 설명하는 모델의 정교화시키고, 

자료의 기간을 연장하여 본 연구를 보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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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of Short Arbitrage and 

Accrual Anomaly 

 

Choi, Changhwa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ccrual anomaly can be settled by short 

arbitrage in Korea stock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reconfirms the 

presence of accrual anomaly in KOSPI over the period from 2008 to 2011. However, 

the short arbitrage does not actively happen to solve the accrual mispricing in the 

research period. Short interest is not concentrated in the highest accrual portfolio and 

the accrual return spread is not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restrained short sale period, 

which supports the inactiveness of short arbitrage using accruals information.  

In addition, I use the institutional ownership as a prox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hort arbitrage. The institutional ownership have limited power of 

explanation. The short interest does not increase with the rise of institutional 

ownership. The institutional ownership influences the short interest significantly, but 

the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hort interest have the negative relationship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se results of this paper imply that accrual anomaly is an evident phenomenon, 

but the short arbitrage using this information is not 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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