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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 및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금융 위기를 포함하는 최근 기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증가시키는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투자 주체의 거래 

행위를 프로그램 차익거래의 결정 요인인 베이시스의 변화와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투자 주체의 거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혹은 투자 주체가 프로그램 매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0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과세 제도 하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적 세력으로 떠오른 국가/지자체와 다른 투자 주체 및 

베이시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변화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제도 변경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 결과,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매매 중 특히 차익거래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시스와 투자 주체의 

거래 행태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할 경우 기관 

투자자의 매도 차익거래 유발되는 관계가 코스피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가 변동성의 증가에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시장 변동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과세 제도의 변경은,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국가/지자체의 거래 

행위는 이전의 기관 투자자보다 오히려 더욱 외국인의 선물 거래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거래 규제 장치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태 금융 분야에서의 학문적 성과로서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코스피 현물과 선물 시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에게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변동성, 베이시스, 투자 주체 

학   번 : 2000-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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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의 파생 시장 규모는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 시장의 개설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난 2009년 이후 전 세계 증권거래소 별 거래량에서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

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국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liquidity)으로 인한 환금

의 용이함, 높은 단기 변동성(volatility)에 의한 풍부한 수익 창출의 기회, 우

수한 정보기술 인프라(IT infrastructure)의 구축으로 인한 거래의 편의성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폐지 등의 시장 참여 촉진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가지수 선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웩더독(wag-

the-dog)’ 현상 즉, 선물 시장이 오히려 기초자산인 지수의 움직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수 선물이 지수에 비해 정보의 반영이 용이

함으로 인해 지수보다 선행한다는 기존의 연구(Kawaller et al., 1987; 

Cheung and Ng, 1990; Chan et al., 1991; Miller et al., 1994)와 달리, 오히

려 투기적인 목적의 선물 거래로 인해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

두되고 있다. 이러한 선물 거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Tosini (1988)의 ‘폭포 

이론(cascade theory)’과 연관되는데, 부정적 정보에 의해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보험(portfolio insurance) 거래자는 위험을 헷지(hedge)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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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지수 선물을 매도하게 되고, 이것이 선물의 저평가를 초래하여 프로

그램 매매(program trading)의 일종인 매도 차익거래를 유발함으로써 지수의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이론이다. 정보의 반영 속도 차이로 인한 선물의 선행성

은 오히려 지수의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촉진시켜 시장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폭포 이론’에서와 같이 선물 

거래와 맞물린 프로그램 매매의 출현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인 정보가 도착하였을 때 이를 과대 반영시킬 가능성을 소지하고 있다. 따라

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은, 선물 거래의 전체 시장에 대한 역할에 대해 평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파생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투자자의 거래 유형 역시 다양화 

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의한 프로

그램 매매(program trading)의 규모가 코스피(KOSPI)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볼 경우, 2006년 전체 코스피 시

장 거래규모 대비 8% 정도를 차지하던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은 2011년 

13%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와 

비차익거래(non-arbitrage trading)으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수 주식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basket)이 한꺼번에 거래된다

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거래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면서, 개인 투자자에 비

해 정보력과 규모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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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1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의 급등락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서 빈번

하게 거론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87년 10월의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이후, 금융 위기로 인해 주식 시장의 급락 상황

이 초래될 때마다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가격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프로그램 매매는 대량의 바스켓(basket) 주문을 수반하며 거래

의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변동성의 확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변동성이 증가할 때마다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프로

그램 매매와 시장의 변동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검증하고자 한 가설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가설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며 이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론과 달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가정

하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대량의 주문이 나올 경우 동일한 방향으로 가격

의 움직임이 가속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두번째는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함

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는 긍정적 가설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장, 분석 

                                            
1
 Brennan and Cao (1997), Odean (1988), Grinblatt and Keloharju (2000), K

amesaka et al. (2003), Froot and Ramadorai (2005) 등 투자자 분류 별 거래행

태와 시장의 수익률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

에 비해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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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분석 방법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artin and Senchak (1991)과 Hogan et al. (1997)은 현물 시장의 변동성

이 일반적인 거래량보다는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

는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반면, Grossman (1988), Stoll and Whaley 

(1990) 및 Harris et al. (1994) 등은 프로그램 매매가 새로운 정보를 신속

하게 시장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격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의 연구와 비교할 때, 코스피(KOSPI)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석 기간 역시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친 기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일치하는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혁, 이재선 (1999)은 금융 위기와 관련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를 교란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고 하였다. 반면, 금융 위기를 포함하는 1996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옥기율 (2006) 및 금융 위기와 무관한 2000년에서 2004년에 걸친 

기간을 연구한 한상범, 오승현 (2007) 등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시장 변동

성의 증가 현상을 지지하였다. 프로그램 매매의 두 유형인 차익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에도, 옥기율 (2006)은 비차익거래를, 한상범, 

오승현 (2007)은 차익거래를 각각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유형

으로 상반되게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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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거래 금

액 측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와 2011년의 유럽 재정 위기

(European Debt Crisis)로 인한 시장의 급락 및 변동성 확대 시기에 프로그

램 매매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의 두 금융 위기라

는 사건을 포함하며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한 기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 앞서 서술

한 프로그램 매매와 시장의 변동성에 관한 두 가설을 실증 분석하는 것은 자

본 시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인 효율적 시장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sis)2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는 크게 개인, 기관, 외국인의 세 종류

로 분류되는데, 각 투자 주체는 수수료, 자금 조달 방식 및 금리, 향후 전망, 

거래 주기 등에 있어 차이를 가짐으로 인해 그 거래 성향이 뚜렷하게 구별된

다. 이러한 투자자 성향의 차이를 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과 관련 지어 살펴

보는 것은 행태 재무(behavioral finance)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Fama (1965)에 의해 제시된 효율적 시장가설(EMH: Efficient Market Hypothe

sis)은 정보의 효율성과 관련되는데, 자본 시장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하

고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Fama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3가지의 가

설로 구분하고 있다. 약형 EMH(weak-form EMH)는 어떠한 투자자라도 가격 및 

수익률에 대한 역사적 정보에 기반한 투자에 의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가설

이며, 준강형 EMH(semi strong-form EMH)는 과거의 주가 자료 및 기업의 회계 

자료, 증권관계 기관의 투자자료와 공시자료 등을 이용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함을 의

미한다. 강형 EMH(strong-form EMH)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도 초

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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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코스피(KOSPI)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

하면서, 이들에 의한 거래가 시장의 등락 및 변동성의 증감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시장이 급등락하는 경우 외국인의 

선물 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가 급등락의 주원인으로 빈번하게 지목되고 있다. 

기존의 투자 주체에 관한 연구 중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결과를 제시한 

Ghysels and Seon (2005)은, 1997년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기관 투자자의 매도 차익거래를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가 결과적으

로 시장의 하락을 가속시킨 주범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금융 위기 기

간에만 한정되며 이후의 시장에서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ong et al. (2009)은 금융 위기와 관련되지 않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사이의 프로그

램 매매와 연관된 상호 관계가 금융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 존

재하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분석하는데 있

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시장의 수익률과의 관계에 한정시켜 투자 주체 사

이의 우위를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매매를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와의 관련 지어 살펴봄으로써, 코스피 시장에서

의 투자 주체의 성향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 이를 

통해 만일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면, 그 영향력이 투자

자의 어떠한 거래행태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 완

화를 위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효과적인 제도 설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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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 위기 및 제도의 변경 등의 사건(event)이 금융 시장에 

발생했을 경우,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차이를 검증하여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건이 가져온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10년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공모펀드의 주식 거래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철폐이다. 이로 인해, 2010년 이전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주도

적으로 담당하던 투신의 차익거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들의 거래 비중이 급

격하게 축소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 투자자 및 국가/지자체로 분류되는 우정

사업본부가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2012년까지 공모펀드 비과

세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받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차익거래 시

장에서 비중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1년 차익거래 시장

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비

과세 규정이 완전히 철폐된다는 점은 2013년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매와 관

련된 또 한차례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모펀드 비과

세 철폐라는 정책의 변경이 가져온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의 수립 및 변

경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분석 기간을 2010년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구

조적인 변화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 주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주식 및 파생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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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상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두 번의 금융 위기를 포함하며 프로그

램 매매 비중이 급증한 최근의 분석 기간에 대하여,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가에 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변동성 증가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을 밝혀낸다. 또,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차

익거래의 주요 결정 요인인 베이시스(basis)의 변화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프로그램 매매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거래행태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의 원인을 밝힌다. 마

지막으로, 2010년의 과세 제도의 변경이라는 사건(event)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의 여부를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제도 변경의 효

과를 논한다. 전체 연구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변동성(market volatility)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을 분석함에 있어, 코스피(KOSPI) 지수와 선물 가격의 변동성을 보다 현실적

으로 모형화 하기 위해, 실제 시장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3과 레버

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EGARCH(Exponential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형태의 모형

                                            
3
 대부분의 금융 변수들은 시간 구간별로 가변적인 분산을 가진다. ARCH(Autoregr

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은 분산의 시계열 특성이 자기 회귀성

과 이분산성이 있다는 실증적인 현상을 모형화하기 위한 계량 모형이며, GARCH(Ge

neralized ARCH)는 이를 일반화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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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한다. 특히, 일중 30분 자료의 분석에 있어 시계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정보 전이(information spillover) 현상을 이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설계한 모형을 이용하여 일별 및 일중 프로그램 매매 자료를 차익

거래와 비차익거래, 매수와 매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프

로그램 매매의 유형별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고, 시장

의 변동성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가려내

고자 한다.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프로그

램 매매가 두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가의 여부를 판단한다4. 

또,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추가 분석함으로써 변동성의 확대가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와 관

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투자자의 거래행태(investors’ behaviors)와 프로그램 매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중 특히 차익거래와 직결되며 현물 시

장과 선물 시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베이시스(basis)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설계한다. 적합 된 모형으로

부터 일반화 충격 반응 함수(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도

출하여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와 베이시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프로

그램 매매를 둘러싼 각 투자 주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

히,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4
 민재훈 (2000)은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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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선물 매도 행태와 이로 인한 기관 투자자의 매도 차익거래 유입이라

는 관계가 유효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셋째,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의 측면에서, 2010년 이후 개편

된 과세 제도로 인해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변경이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 혹은 변동

성을 오히려 증가시켰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 변경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또, 제도의 개편 이후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적인 거래 주체로 등장한 

국가/지자체의 거래행태를 이전의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투

자자 집단 및 베이시스와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이들의 차익거래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과세 

제도 변경의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논한다. 

 

[표 I-1] 연구의 주제와 실증 분석의 목적 

연구 주제 실증 분석의 목적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1)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에 관한 영향력 분석 

2)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 규명 

3) 변동성 증대 현상의 수익률에 따른 강도 비교 

프로그램 매매와      

투자 주체 거래행태와의 

연관성 

1) 투자 주체의 행위와 베이시스의 연관 관계 분석 

2) 기관과 외국인의 부정적 상호 작용의 존재 여부 검증 

3)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대 효과와의 관련성 파악 

제도의 개편과        

구조적 변화 

1) 과세 제도 개편의 시장의 안정화 효과 분석 

2)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 성향 및 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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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실증 분석의 대상 및 분석 기간, 분석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코스피(KOSPI) 현물 및 선물 시장이다. 프로그램 매

매로 인해 거래되는 주식은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이므로, 코스피 종합지

수가 아닌 코스피 200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선물의 경우 시장에서 거

래되는 ‘최근월물(nearby month contract)’의 가격만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

그램 매매 자료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매수와 매도 거래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자는 외국인, 개인, 기관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

르며, 투자자의 거래 성향을 나타내는 ‘순매수 비율(net buy ratio)’을 계산함

에 있어, 현물의 경우 종목간 가격 차이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수량이 아닌 금액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 기간의 범위는, 프로그램 매매의 변

동성에 대한 일별 분석의 경우 2004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을, 여타 분석

의 경우 일중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의 활용이 가능한 2006년에

서 201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과세 제도

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2010년을 기점으로, 각 분석기간을 둘로 나누어 구

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현물 및 선물 거래 자료를 이용한다. 

실증 분석의 모형 설계를 위한 방법론의 이론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

로그램 매매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 모형으

로, 수익률의 이분산성과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설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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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RCH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설계한다. 일별 분석에서 요일 효과(the 

weekend effect)를 고려하거나5 일중 분석에서 더미 변수(dummy variable) 

 

[표 I-2] 연구의 범위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분석 대상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의 수익률 변동성 

분석 기간 일별분석 – 2004.01~2011.12/일중분석 – 2006.01~2011.12 

분석 자료 코스피 200 지수 가격 및 선물 가격 

프로그램 매매(차익거래/비차익거래, 매수거래/매도거래) 

분석 방법론 Daily Analysis – Modified EGARCH Time-series Models 

Intraday Analysis – Modified EGARCH Models with Spillover Factors 

프로그램 매매와 투자 주체 거래행태와의 연관성 

분석 대상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의 투자자 거래행태 

분석기간 2006.01~2011.12 

분석 자료 외국인, 기관, 개인의 거래 금액, 베이시스 스프레드 

분석 방법론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s 

제도의 개편과 구조적 변화 

분석 대상 코스피 수익률 변동성 및 투자자 거래행태 

분석 기간 2006.01~2009.12 와 2010.01~2011.12 로 구분 

분석 자료 2010 년을 기점으로 구분된 상기의 자료 및 국가/지자체 거래 금액 

분석 방법론 Modified EGARCH Models with Structural Change Factors 

국가/지자체의 거래행태를 추가한 VAR Models 

                                            
5
 요일 효과(the weekend effect, the day of the week effect, 혹은 the Monday

 effect)는 요일간에 평균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금요일에는 양의 수익률을, 

월요일에는 음의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요일 효과의 원인으로 기업

이 부정적인 실적 등의 소식을 주로 금요일 시장의 종료 이후에 발표하는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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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하여 시간대 별 수익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실증 분석 결과 유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6  모형에 추가하지 않았다. 정보의 전이

(information spillover)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일중 분석 모형의 설계를 위

해, 전일 코스피 시장의 종료 시점에서 당일 개장 시점 사이의 정보 중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대용치(proxy)로서 

다우존스 산업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의 수익률을 사용

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VAR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격 반응 함수를 도출함에 있어 변수의 배열 순서

(ordering)에 의해 그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일반화 충

격 반응 함수(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을 이용한다. 일중 분

석의 경우 전일 자료에 대한 참조를 막기 위해 Chan et al. (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OLS 방법을 통해 VAR 모형을 추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범위 하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

서는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코스피(KOSPI) 유가증

권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기간별 프로그램 매

매 규모 및 구성의 비중 추이, 투자 주체 별 프로그램 매매 비중 등을 파악하

고자 한다. 또, 시장의 급변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에 관한 제도적 장치인 

사이드카(Side Car)에 대해 살펴보고 효용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피 시장의 일별 및 일중 변동성에 미치는 

                                            
6
 한상범, 오승현 (2007)은 일중 분석에서 시간대별 수익률을 구분하기 위한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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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분석을 위한 EGARCH 형태의 모형을 설

계한다. 이를 이용해 프로그램 매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일별 및 일중 실증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이 무

엇인가를 파악한다. IV 장에서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이시스(basis)와 프로그램 매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국인, 기관, 

개인 등의 투자 주체와 베이시스와의 일별 및 일중 상호 영향 관계를 VAR 

모형을 통해 연구한다. 이를 III 장의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과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제 III 장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 프로그램 매매와 변동성에 관한 선행 연구 

* 일별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실증 분석 

* 일중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실증 분석 

*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 IV 장 

프로그램 매매와 투자 주체 거래행태와의 연관성 

* 차익거래 결정 요인 분석: 베이시스 

* 일별 거래행태와 차익거래의 연관성 

* 일중 거래행태와 차익거래의 연관성 

*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 V 장 

제도의 개편과 구조적 변화 

*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구조적 변화 

* 국가/지자체의 거래행태 및 프로그램 매매와의 관계 

 [그림 I-1]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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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에서는 2010년 이후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과세 제도의 개편으로 인

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검증한다. 과세 제도의 변경 이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거래행태

를 분석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제도 변경의 의의를 논한다. 본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실증 분석의 내용 및 

구성을 [표 I-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논문의 결

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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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프로그램 매매의 개념과 현황 및 제도 

 

제 1 절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와 유형 

 

프로그램 매매(program trading)란, 현물 및 선물 혹은 주가지수 합성 

선물(옵션)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수립된 전략을 이용하여, 다수의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basket)을 동시에 주문하도록 고안된 매매 프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 즉,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수 종목의 주식으로 구성된 바스

켓(basket)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주문이 아닌 

대량 주문을 위해 개발된 거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매매

란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60년대 후반 기관 투자가들의 

대량 매매(block trading) 및 1970년대 인덱스 펀드(index fund)7의 운용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DOT(Designated Order Turnaround) 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매매(portfolio trading)가 프로그램 매

매(program trading)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Katzenbach, 1987; 

Gastineau, 1991). 선물 및 옵션 등의 파생 상품 시장의 개설 및 급속한 성

장과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프로그램 매매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점차 활성화 되고 그 비중을 확대하여 왔다. 

                                            
7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시장 지수(market index) 수익률의 벤치마크(bench

mark)를 위해 구성되는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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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Korea Exchange: KRX)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 

16조 4항에서 지수 차익거래(index arbitrage trade)와 비차익거래(non-

arbitrage trade)를 정의하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

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수 차익거래란 코스피200(KOSPI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코스피200(KOSPI200)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

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8으로 정하

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비차익거래는 동일인9이 일시에 코스피(KOSPI)10 

구성종목 중 일정한 수11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

로그램 매매에 관하여 거래소에서는, 코스피200(KOSPI200) 구성 종목 중 

15개 이상 혹은 코스닥50(KOSDAQ50)에 포함된 종목을 10개 이상을 한꺼

번에 매수 혹은 매도 할 경우 거래소에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의 급격한 등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

가지수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닥의 경우 6%) 이상 급등하거

나 급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선물 시장에서의 충격으로부터 현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8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지수차익거래)에서 지수차익거래는, 코스

피200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수(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수(매도)의 전·후에 코

스피200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로서 정의되어 있다. 
9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에서 동일인의 범위는 신탁재산과 고유재

산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펀드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명시되

어 있다. 
10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대상 종목은 2006년 7월 7일 코스피200에서 코스피 전종

목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11

 KRX는 15종목 이상을 “일정한 수”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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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Side Car) 12 제도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주문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자금력

을 갖춘 투자 집단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 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다양한 이점을 보

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

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거래 수수료에 

있어 기관이 아닌 투자자들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기관 투자자로 분류되지

는 않지만 국가/지자체의 경우 2010년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을 유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는 매매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주문자의 유형에 

따라, 위탁 프로그램 매매와 자기 프로그램 매매로 구분된다. 위탁 프로그램 

매매란 거래소의 회원이 고객의 주문을 위탁 받아 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법인 위탁 주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투신, 은

행, 종금, 연금 등의 거래소 회원이 아닌 법인에 의한 주문이 이에 해당된다. 

자기 프로그램 매매는 위탁 거래와는 반대로 거래소의 회원이 직접 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자체 상품 운용을 위한 주

문, 인덱스 펀드(index fund) 구성을 위한 주문, 기관 투자가의 펀드(fund) 

설정 혹은 해지 및 구성종목의 교체를 위한 주문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이드카(Side Car)는 차익 및 비차익거래 모두를 대

상으로 적용된다. 사이드카의 목적이 선물의 충격이 현물 시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

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물과 선물 시장간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차익거래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19

99년 2월 이후 규제 대상을 차익거래만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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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매 유형 중, 차익거래는 보통 주가지수 선물의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 벌어지는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 이루어진다. 선

물의 이론 가격은 선물 만기일까지의 잔존 시간,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손실에 의해 결정되는데, 차익거래의 수행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나 시장 충격 비용, 슬리피지(slippage), 제도적 제약 등과 같은 제반 거래 

비용이 고려되어,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의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은 어

느 정도 차이를 두고 형성되어 있다. 만일, 그 차이가 차익거래의 제반 거래 

비용을 감안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어져 있을 경

우, 거래자는 차익거래를 수행함으로써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론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의 시장 거래 가격이 이론 가격에 거래 비용을 더한 

값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 시장에서 고평가 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고 현

물 바스켓(basket)을 매수하여 이를 만기시점까지 보유한다면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주가지수 선물의 시장 가격이 거래 제반 비용을 

감안한 이론 가격보다 저평가되어있을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

도13함으로써 무위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도로 자동

화 된 매매 프로그램을 보유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론적인 차익거래 기회(arbitrage opportunity)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매매 기회를 포착하기 이전 이미 순간적으로 해

소된다. 일반적으로 차익거래로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매매는, 위와 같은 이

                                            
13

 매도차익거래의 경우, 현물을 매도하기 위해 공매도(short-selling)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나 추가적인 거래 비용이 차익거래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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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차익거래 기회의 포착보다는, 베이시스(basis)의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차익거래와 베

이시스(basis)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IV 장에서 자세히 다

루기로 한다. 

비차익거래는 일반적으로 바스켓 매매(basket trade)라고 불리며, 차익

거래와 달리 주가지수 선물과의 동시 매매의 성격이 아닌 현물만의 바스켓

(basket) 주문을 의미한다. 비차익거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덱

스 매매(index trade)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들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

해 다수의 종목들로 지수를 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서, 현

물이 선물에 비해 고평가 되었을 경우 보유 현물 포지션을 선물로 교체하는 

스위치 매매(switching trade)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 기관이 자신

이 발행한 주가 연계 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이나 주식 워런트

(ELW: equity linked warranty) 등 지수와 연관된 파생 상품의 위험을 헷지

(hedge)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래,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의 비중을 변화시킴

으로써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보험

(portfolio insurance)을 위한 거래, 채권이나 다른 금융 상품 종목과의 자산 

배분 비중 조절을 위한 자산 배분 거래(asset allocation) 등도 비차익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포트폴리오 보험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선물 대비 현물 포지션의 비중을 늘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이와 

반대의 전략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다이내믹 헷징(dynamic hedging) 전략

은 시장 움직임의 방향을 추종하는 모멘텀(momentum) 전략의 성격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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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산 배분 거래의 

경우 포트폴리오 보험과는 반대로 위험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의 상

승으로 인해 과대 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므로, 시장의 변동

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비차익거래의 유형과는 다른 형태의 비차익거래도 존재하는데, 

두 종류의 자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차익거래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한 종류의 자산만이 지수와 관련된 경우, 이는 차익거래가 아닌 비차익거

래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집단이 환율과 주가지수를 연동하여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비차익거래

가 지수와 선물간의 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차익거래와 유사하게 베이시스(basis)와 연동되어 이루어지

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존에 현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

덱스 펀드(index fund)가 현물이 선물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인덱스 펀드 스위칭(index fund 

switching) 형태의 매도 차익거래를 수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현물 포지

션이 청산됨으로써 선물의 매수 포지션만이 남게 되어 비차익거래로 집계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무위험 차익을 추구하

는 차익거래와 달리, 비차익거래는 단순히 현물만으로 구성된 바스켓의 매수 

혹은 매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척

도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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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그램 매매 현황 

 

아래의 [표 II-1]과 [표 II-2]는 각각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의 

분석 기간에 걸친 코스피(KOSPI)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연도별 프로그램 매

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의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2004년에 비해 각각 2.5배, 5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2008년과 

2011년의 경우 특히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 연도별 프로그램 거래량 

연도 
합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비율 

(%)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2004 1,825  1,733  1,036  1,006  788  728  1.92 

2005 1,786  1,815  752  729  1,035  1,086  1.55 

2006 1,742  1,950  710  796  1,032  1,154  2.68 

2007 3,134  3,137  790  786  2,344  2,351  3.5 

2008 4,582  5,180  1,105  1,210  3,477  3,970  5.54 

2009 4,912  4,853  1,228  1,139  3,683  3,715  3.97 

2010 3,564  3,696  634  591  2,929  3,105  3.8 

2011 4,718  4,914  993  936  3,725  3,978  5.49 

단위: 천주, 출처: 한국거래소(KRX)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 및 

2011년의 유럽 재정 위기(European Debt Crisis)를 고려해볼 때, 이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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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검증함으로써, 금융 

위기 시점에서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견해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

사한다. 

 

[표 II-2] 연도별 프로그램 거래대금 

연도 
합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비율 

(%)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2004 499  462  259  253  240  209  8.64 

2005 556  568  229  221  327  347  7.14 

2006 671  769  281  319  390  450  8.48 

2007 1,365  1,373  437  447  929  926  10.05 

2008 1,600  1,877  533  585  1,067  1,292  13.51 

2009 1,656  1,642  581  543  1,075  1,099  11.25 

2010 1,414  1,494  353  333  1,061  1,161  10.31 

2011 2,218  2,289  590  558  1,628  1,732  13.24 

단위: 천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한편, 차익거래의 경우 비차익거래와 비교했을 때, 2010년에 특히 그 규

모가 확연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매

와 관련된 공모펀드에 대한 과세 규정의 변화로 인하여, 투신 등의 기관을 통

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차익거래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차

익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동일하

게 적용된 2011년의 경우, 거래 대금 측면에서 2009년 수준의 차익거래 규

모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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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는 2006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체 

주식거래 대비 월별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 및 거래대금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

다. 거래량에 비해 거래대금의 비중이 확연하게 높은 것은 프로그램 매매가 

주로 코스피(KOSPI) 종목 중 규모가 큰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금

융 위기와 관련이 있는 2008년 7월에서 9월까지 및 2011년 8월의 기간에 

프로그램 거래대금이 전체 주식거래 대비 15%를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한국거래소(KRX) 

[그림 II-1] 월별 프로그램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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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별 프로그램 매매 총거래대금, 차익거래 대금 및 비차익거래 대금의 변동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월별 대금으로는 2011년 8월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하

였을 당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 프로그램 매

매 대금이 6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특히, 차익거래가 전월 대비 가장 큰 증

가 폭을 나타내며 20조원의 규모를 기록한 것은 분석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보다 2.5배 이상 큰 값이다. 

 

 

단위: 백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2] 월별 총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대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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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분기별 차익거

래와 비차익거래 금액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

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최근으

로 오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4분기 시점에서 전체 프

로그램 매매 금액 중 차익거래가 약 26%, 비차익거래가 약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3] 분기별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대금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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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로그램 매매는 다수의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basket) 주문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매매의 주체가 주로 기관 투자자14 혹은 외국인 투자자15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II-4], [그림 II-5] 및 [그림 II-6]은 각각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세 투자자 집단(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월별 총 프로그램 매매대금, 차익거래 금액 

및 비차익거래 금액의 현황을 보여준다. 

 

 

단위: 백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4] 개인, 외인, 기관 투자자의 월별 총 프로그램 매매대금 추이 

                                            
14

 본 논문에서 기관 투자자 집단은 증권, 은행, 투신, 보험, 사모펀드, 연기금, 종금 

및 기타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한다. 
15

 외국인 투자자의 집계에서 기타 외국인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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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 매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49.2%와 48.6%로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은 2% 정도 수준

에 머물렀다. 분석 기간 전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유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II-4]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말까지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의 매매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의 시작을 기점으로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급격히 축소되고 대신 외국인의 매매 규모가 기관의 규모를 넘어섰음

을 알 수 있다. 

 

 

단위: 백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5] 개인, 외인, 기관 투자집단의 월별 차익거래 대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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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와 [그림 II-6]은 월별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의 매매 주체 

별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II-5]의 월별 차익거래 대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의 기간에서는 기관의 차익거래가 전체 차익거래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기관의 차

익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의 매매주체 별 비차익

거래 대금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기관 투자자 집단보다 항상 큰 규모를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2010년을 기점으로 비차

익거래 규모의 축소가 차익거래의 경우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백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6] 개인, 외인, 기관 투자집단의 월별 비차익거래 대금 추이 



 30 

이상의 결과로부터, 2010년의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라는 제도의 변화는, 비차

익거래가 아닌 기관 투자자 집단의 차익거래에 특히 큰 영향을 주어 그 규모

를 상당히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모펀드 과세 규정의 변화로 인한 기관 투자자 집단의 차익거래 규모 축

소를 기관 투자자의 분류 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II-3]은 분

석 기간 동안의 기관 투자자 집단 분류 별 상대적인 프로그램 매매 비중을 나

타낸다. 기관 투자자 중 68%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는 투신에서 담당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분석 기간을 2009년까지로 한정하였을 경우 이 비율은 76%

로 높아졌다. 차익거래의 경우 특히 투신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거의 80%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 규정 변화로 인한 차익

거래의 축소는 곧 투신의 차익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II-3] 기관 투자자 분류 별 프로그램 매매 비중 

기관투자자 합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증권 6.85% 3.51% 9.58% 

은행 1.58% 0.76% 2.24% 

투신 68.43% 78.99% 59.79% 

보험 7.19% 2.54% 11.00% 

사모펀드 5.23% 7.45% 3.42% 

연기금 9.54% 6.61% 11.93% 

종금 0.34% 0.00% 0.61% 

기타법인 0.85% 0.15% 1.43% 

출처: 한국거래소(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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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0년의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 규정으로 인해 투신을 비롯한 기

관 투자자의 전체 프로그램 매매 규모가 감소하면서, 기관 이외 매매 주체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은 2010년부터 기관의 비중을 넘어선 바 있다. 외국인과 더불어 국가/지

자체의 프로그램 매매 규모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의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라는 규정의 변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국가/지자체는 2012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몰 규정을 유일하게 적용 받은 바 있다. 

공모펀드에 대해 0.3%의 주식 거래세가 적용되었는데, 국가/지자체는 만일 

지수가 250 포인트인 경우 0.75 포인트만큼 다른 매매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유리한 입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16.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09년 전

체 프로그램 매매 금액 대비 0.8%에 불과했던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 매매 

비중은 2010년 6.1%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7.9%로 대폭 증가하였

다. 비차익거래에 국한하여 살펴볼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0.8%, 

2.1%, 5.5%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런데, 차익거래의 경우 [그림 II-7]에

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비차익거래와 마찬가지로 0.8% 정도를 차지하던 

국가/지자체의 매매 비중이 2010년에는 17.9%, 2011년에는 무려 전체 차익

거래 금액의 54.1%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연간 차익거래 규모 현

황에서 2011년 차익거래의 규모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공모펀드 비과세 

                                            
16

 외국인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차익거래 시 상대적인 이점을 갖는다. 만일 CD(Certificate of Deposit)91일 금

리가 3.5%이고 외국인의 자금 조달이 2%로 가능하다면, 지수와 잔존 만기에 금리의

 차이를 곱한 값만큼 외국인이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이점을 갖게 된다. 증권사의 경

우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다른 국내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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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규정의 적용이 전체적인 차익거래를 위축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신이 

대부분을 담당하던 차익거래를 제한하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위: 백억원 출처: 한국거래소(KRX) 

[그림 II-7] 국가/지자체, 기관, 외국인의 차익거래 월별 추이 

 

국가/지자체의 2011년 급격한 차익거래 비중 확대의 원인을 2010년 11

월 11일 옵션 만기일 장 종료 시점에 발생한 동시호가 충격 사태17와 이로 인

                                            
17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장 마감 직전 10분의 동시호가 접수 시간 동안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나온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 증시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

국인 매물이 쏟아졌고, 이 충격으로 10분만에 종합주가지수가 50 포인트 넘게 급락

한 사건이다. 도이치증권 측은 주가지수 풋옵션 11억 원 어치를 사들인 뒤, 보유 중



 33 

한 외국인 차익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림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의 차익거래 규모가 축소되

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지자체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가/지자체가 비과세 적용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적극적

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자체로 분류되는 차익거래 물량의 대

부분은 우정사업본부 18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펀드 운용사 등과 

달리 국가 기관으로 분류되어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차익거래 행위는 과거 

투신의 매매 행태와 비교했을 때, 철저히 베이시스(basis) 변화에 충실한 단

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

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지적 받기도 한다19 . [그림 

II-7]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시장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시점에서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 대금 규모는 

무려 12조원을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익거래가 

현물과 선물간의 가격 괴리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근거

로,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가 오히려 높은 변동성 하에서 시장의 붕괴를 막

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긍정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이던 2조 4,424억 원의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199개 주식의 전량을 동시호가 

시간 동안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분할 매도함으로써 40배가 넘는 차

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옵션 등에 투자한 개인 및 자산 운용사들의 피해액은 최고 1,

400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 사건의 발생 이후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한국지사를 

고발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18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우편 업무와 더불어 금융 사업분

야에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으며 2011년 9월 예금 자산의 규모가 60조 원에 달한

다. 
19

 베이시스(basis)의 변화와 매매주체의 매매 행태(trading behaviors)에 대한 분

석은 IV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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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III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한편, 2013년부터 국가/지자체도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 규정을 적용 받게 

되므로 이들의 차익거래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 매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프로그램 매매 중단 제도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대규모 주문의 출하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시장 교란 현상, 만기일의 누

적 프로그램 청산으로 인한 시장 충격,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한 현물과 선물

을 연계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서 프로그램 매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블랙 먼데이

(Black Monday)와 같은 시장의 붕괴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각국의 거래소

는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매 중단 장치(trading halt 

systems)를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1987년의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 이후 사이드카(Side Car) 및 차익거래 규제 장치인 콜라(collar)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사이드카 제도는 S&P500 선

물의 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12포인트 이상 하락 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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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이다. 콜라(collar) 제도는 다우존스 산업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가 전일 종가에 비해 일정 수준이상 상승 

혹은 하락하는 경우 현물과 선물 사이의 차익거래 매수 및 매도의 가격을 제

한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 중단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의

문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2월과 2007년 11월에 사이드카 및 콜라

(collar) 제도가 차례로 폐지되었다20. 한편,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두 매매 

중단 장치 이외에,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를 1988년 도입하여 시장의 붕괴를 예

방하고자 하였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996년 11월 25일 사이드카(Side Car) 제도

를 도입하였다. 최초의 규정에서, 선물 가격이 기준가에 비해 상하 3% 이상 

변동한 상태로 5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준가대비 상하 2% 이내로 회복 시 해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97년의 

외환 위기로 인해 사이드카의 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1998년 변동의 기준

을 3%에서 4%로 변경하고 지속 시간의 기준을 1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사이드카의 발동 가능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고 효력을 5분 동안 유지한 

후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변경하였다. 현재 적용되는 사이드카의 규정은 2001

년 5월 11일 개정된 규칙에 따르며,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

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장 

                                            
20

 사이드카의 경우 1일 1회, 처음 5분 동안에만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과 전일 종가

대비 12포인트라는 조건으로 인해 발동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된 후 폐지되었다. 콜라(collar)의 경우에도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의 변화 이후 실효성의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다. 



 36 

후 5분 동안 및 장 마감 이전 40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동 횟수는 

1일 1회로 제한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매매 중단 장치인 사이드카

(Side Car)와 더불어 한국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

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제도

이다. 20분이 경과한 후 10분에 걸쳐 동시호가 주문을 접수 받은 후 거래를 

재개한다.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개장 후 5분이 지난 시점부터 장 마감 40

분 전까지 발동될 수 있다. 선물 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는

데,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 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 이상인 상

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동되어 5분간 매매를 중단시키게 된다. 한국 

거래소의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한국 거래소의 매매 중단 장치 

 

사이드카 

(Side Car)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발동 조건 
전일 기준가 대비 5% 이상 등락 

1분 이상 지속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기준가 

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 

적용 사항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정지 20분간 모든 주식 매매 중단 

발동 제한 
1일 1회, 장시작 5분 후 

~장마감 40분 이전 

1일 1회, 장시작 5분 후 

~장마감 40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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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매매 중단 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

지의 견해가 제시된다. 매매 중단 장치가 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과열 현상

을 완화시킴으로 인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주장과 오히려 거래의 중단으로 

인해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여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심화시키고 불균형을 초

래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시장의 매매 중단 장치에 대한 연구 중, Kuserk et 

al. (1992)는 사이드카에 의해 시장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Greenwald and Stein (1998, 1991)과 Kodres and O’Brien (1994)의 

연구 역시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긍정

적인 효과가 얻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hristie et al. (2002)와 Corwin 

and Lipson (2000) 또한 나스닥(Nasdaq) 시장과 뉴욕증권시장(NYSE)에 

대한 연구에서 매매 중단 장치의 순기능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와 같은 긍정적 견해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변동성의 증가시킨다는 부정적

인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Amihud and Mendelson (1987, 1991)과 

Gerety and Mulherin (1992) 등은 매매 중단 장치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

였다. Subrahmanyam (1994, 1995)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 중단 장치의 발

동 조건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문이 유입되어 오히려 변

동성이 커지는 자석 효과(magnetic effect)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매

매 중단 장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과 선물의 정보 흐

름을 매개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긍정

적인 관점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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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가에 관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프로그램 매매 중단 장치의 효용성을 판

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시장의 사이드카(Side Car) 제도에 대해 권택호 등 (2005)의 

연구는 1999년 이전의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 중단이 변동성을 완화시키

고 가격 발견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종원 등 

(2007a)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이드카의 영향을 분석

하였는데, 제도의 수정이 있던 1998년 7월을 기점으로 사이드카의 시장에 대

한 순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정보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정보의 반영을 지

연시켰다는 것을 보였다. 박종원 등 (2007b)은 사이드카 발동 이후 스프레드

(spread)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가의 급락 시 변동성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박종원 등 (2009)은 매매 중단 장치의 효과

를 프로그램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보 비대칭의 완화 효과가 차익거래와 비

차익거래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가 매도가 아닌 매수 프로그

램 매매에 국한됨을 보였다. 김준석, 장욱 (2009)은 사이드카의 발동이 시장

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에 대한 

충격을 차단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투자자에 대한 경고 효과와 투자 심리의 안

정 효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매

매 중 어떠한 유형의 거래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

리는 것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중단 장치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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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는 2008년과 2011년의 금

융 위기와 같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 

매매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 또한 금융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1987년 10월 19일, 개장과 동시에 쏟아진 대량 매도주문으로 인해 뉴

욕증권시장(New York Stock Exchange)의 다우존스 산업 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가 전일 대비 무려 22.6% 하락한 블랙 먼

데이(Black Monday) 사태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브래

디 특별조사위원회(the Brady Commission)는, 시장 대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지목하였다(Carlson, 2007)21. 특히, 프로그램 매매 중 주식

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미리 매도한 선물 

포지션 즉, 포트폴리오 보험(portfolio insurance) 계약이 추가적인 선물 매도

를 유발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초래함으로써 현물시장의 붕괴를 가속화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포트폴리오 보험과 차익거래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이 심화되었다는 폭포 이론(cascade theory)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보험 

                                            
21

 프로그램 매매와 더불어, 마진콜(margin call)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및

 기능의 제한,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 또한 시장 붕괴를 심화시킨 원인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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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들이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현물 대비 선물 가격이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거래(reverse cash-and-

carry arbitrage)가 유발되었다. 매도 차익거래의 현물 매도 주문에 의해 현

물 가격이 하락하자 포트폴리오 보험 거래자들은 추가적인 선물의 매도가 불

가피해졌으며, 이는 다시 매도 차익거래를 반복적으로 불러일으켜 시장의 하

락을 가속화하였다. 그 당시 포트폴리오 보험이 현물 및 선물의 동시적인 매

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는 눈덩이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Garcia, 1987)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였다. 브래디 

보고서(Presidential Task Force on Market Mechanisms (Brady Report), 

1988)에 따르면, 이날 선물 거래 시장의 40% 이상이 포트폴리오 보험 거래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주문이었으며, 이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비해 과소평가 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의 매도 차익거래를 유발

하였다고 보고되었다(Chicago Mercantile Exchange, Committee of Inquiry, 

1987). 한편, 반대로 대폭락의 원인으로 포트폴리오 보험(portfolio 

insurance)를 지목하는 것은 단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 및 

포트폴리오 보험이 매도 거래를 유발하는 원인 들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으

나 그 자체로 시장 붕괴의 규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Chicago Mercantile 

Exchange, Committee of Inquiry, 1987)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제학자 리

차드 롤(Richard Roll) 역시, 당시 프로그램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호주

나 홍콩 시장 역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폭락을 경험하였다는 점을 근거

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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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 국제 수지 적자, 금리 상

승에 대한 불안감 등 근본적인 경제 문제 등이 거론되었는데, Holden (1991)

은 언론에 의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 이후로, 2000년 3월 시작된 인터넷 

버블 폭락(the Dot-com bubble crash),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인한 전세계에 걸친 금융 위기, 그리고 2011년의 유럽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등 금융 시장

에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프로그램 매매는 그 규모가 증가하여 시장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변동성의 급등 및 

가격의 폭락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9월과 2011년 8월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바 있다. 또한, 선물의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누적된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매

매가 주가를 급변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실제로 만기일의 동시

호가 접수 시간 동안에 순간적인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의 출하로 인해 지수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폭락을 가속화시켰다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사이의 

정보 전달을 매개하여 시장 가격이 균형을 찾도록 돕는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 긍정적인 정보가 전달되었을 경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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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들이 이 정보를 동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의 가격이 주가지수보다 이 정보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선물의 가격이 주가지수보다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선물을 매도

하고 지수 종목들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매(매수차익거래)가 유입됨으로써 

지수를 상승시키게 된다. 즉, 프로그램 매매가 지수의 오래된 가격(stale 

price)을 새로운 정보를 반영한 효율적인 가격으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유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

가시키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가 혹은 반대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연구 흐름을 짚어보고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제 1 절 선행 연구 

 

가격의 변동성이란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가격은 새로운 정보가 도달했을 때 이를 반영하여 변동하게 되므로 Ross 

(1989)의 주장과 같이 변동성이란 곧 정보의 흐름을 의미한다. 변동성에 영

향을 미치는 혹은 변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

은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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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화와 거래량이 관련이 있는가, 거래량이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거래량과 거래 비용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변동성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ing (1996)은 거래량과 가격 변화의 크기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거래

량이 작은 경우는 가격의 하락이 큰 경우는 가격의 상승이 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후 Crouch (1970), Clark (1973), Epps and Epps (1976), 

Morgan (1976), Epps (1977), Westerfield (1977), Tauchen and Pitts 

(1983), Richardson et al. (1986) 등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거래량과 가

격 변동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Clark (1973)은 새

로운 시장 정보에 의해 거래량과 변동성이 공통적으로 반응함을 보였으며, 

Epps and Epps (1976)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심할

수록 새로운 시장 정보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하였다. 

Tauchen and Pitts (1983)는 거래량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대칭이 증가하는 경우가 

거래자의 수가 증가하여 유동성이 늘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와 시장의 변동성 사이의 관계 역시 거래량과 변동성의 관

계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매매

를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 가격을 변동시키게 된다. Hogan et al. (1997) 

등의 연구는 주식 시장에서 전체 거래량 보다는 프로그램 거래량의 증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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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변동성에 보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 이후 1990년 이전의 프로그램 매매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

의 가격을 급변하게 만드는 원인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장의 폭락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프로그램 매매가 실제로 시장을 혼

란 시켰다는 견해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Merrick (1987)은 프로

그램 매매 중 차익거래가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변동성

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차익거래의 기회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Stoll and Whaley (1987) 및 Edwards (1988) 역시 주가 지수 선물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단지 만기일의 마감시간 정도에만 유효

하며, 이 역시 기관투자자나 대주주의 대량 거래(block trades)와 비교할 때 

크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에 관한 연구에

서 Harris (1989)는 당시 선물 시장의 매매를 중단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차

익거래가 불가능해졌고 이것이 주식과 선물 시장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차단

하였기 때문에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Furbush (1989) 역시 

차익거래나 포트폴리오 보험(portfolio insurance)이 폭락의 원인이라는 증거

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 Gerety and Mulherin (1991)의 연구도 주가지수 

선물이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변동성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Grossman (1988)은 뉴욕증권시장

(NYSE)의 일별 데이터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래일에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나 둘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찾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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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였다. Harris et al. (1994)는 1989년에서 1990년까지 뉴욕증권시

장(NYSE)의 자료를 이용한 사건 연구(event study)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

와 일중 변동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양의 

상관관계의 원인으로 새로운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가

격을 움직이며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여러 종목의 가격이 한꺼번에 변하게 되

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며,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한 후 30분 동안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Moser (1994) 역시 프로그램 매

매로 인해 주가가 과잉반응(overreaction)을 보였다가 곧바로 반전된다는 가

설을 기각하였다. Kumar and Seppi (1994)의 연구는 현물과 선물 시장 사이

의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 이 차이가 차익거래를 통해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Martin and Senchack (1991)은 지수 선물이 도입되면서 지수에 포함되

지 않은 종목들과 달리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사이의 상관 관계 및 체계적 위

험이 증가하였음을 보였는데, 이러한 높은 공변동성(covariability)가 프로그

램 매매가 활발한 거래일에 두드러졌음을 들며 프로그램 매매가 주가 변동성

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asbrouck (1996)은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3개월간의 뉴욕증권시장(NYSE)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그

램 매매가 선물 가격의 변화나 베이시스(basis) 즉, 선물과 현물간의 차이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유용한 정보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Hogan et al. 

(1997)은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

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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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매매 거래량과 일반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래량과 시장의 변동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과 시장 수익률 변동성 사

이의 관계가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거래량과 변동성의 관계보다 9배나 높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로그램 매매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시장 전반적 

정보(market wide information)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

를 중요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와 시장의 움직임의 관계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최혁, 이재선 (1999)은 일별 및 일중 자료를 분석하여 차

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시장 수익률의 상승 시 그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

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다루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멘텀

(momentum)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 매매가 시장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민재훈 (2000)은 프로그램 매매와 현물 및 선물 시

장의 변동성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프로그램 매매가 증가할수록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하였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는 결과를 보였다. 권택호 등 (2002)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주문 

및 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증가

하기는 하지만 10분~15분 이후에는 사라지므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시장 

교란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하였다. 옥기율 (2006)은 프로그램 매매를 차익거

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코스피(KOSPI) 지수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차익거래보다는 비차익거래가 변동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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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병호, 옥기율 (2006)은 유형별 투자

자 거래활동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매매의 거래활동이 투자자의 예기치 못한(unexpected) 거래활동에 

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약 23배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매수 프로그램 매매와 매도 프로그램 매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매수 프로

그램 매매가 특히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 일별 

수익률이 1% 이상 하락한 경우의 거래일만을 모아 분석한 결과, 매수 및 매

도 프로그램 매매 모두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최혁, 윤선

흠 (2007)은 프로그램 매매와 주식 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매매와 KOSPI200 주가지수, 프로그램 매매와 베이시스(basis) 사이에는 상

호 선후행하는 관계가 있으며, 프로그램 매매의 충격이 지수 및 베이시스를 

충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15분 이내에 영향이 사라짐을 근거로 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또, 차익거래의 경우 정보효과가 낮

아 거래의 발생 이후에도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비차익거래의 경우 정

보효과가 큼으로 인해 유입 이후 25분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토대로 

비차익거래의 정보력을 지지하였다. 한상범, 오승현 (2007)은 프로그램 거래

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3배 정도 높으며, 프로

그램 매도가 프로그램 매수에 비해 일별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크다고 

하였다. 반면, 일중 변동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력이 컸

음을 밝히고 있다. 또,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비교하여, 차익거래가 비차익

거래에 비해 단기적인 변동성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오히려 차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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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비차익거래는 일중 변동성의 완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

에 관한 영향력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와, 오

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 견해를 지지하는 

상반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증가시킨

다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들 역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를 각각 변동성 증가

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나뉜다. III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이 이

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한 최근의 코스피 시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매매

의 유형을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매수거래와 매도거래로 세분화하여, 프로

그램 매매가 일별 및 일중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

증하고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의미를 찾는다. 

 

 

제 2 절 일별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1.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2004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8년의 기간에 걸친 일별 프로그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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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데이터 및 코스피200(KOSPI200) 지수22와 코스피200(KOSPI200) 지수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모든 일별 데이터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수집하였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차익거래 금액, 차익거래 수량, 비차익거래 금액 및 비차익거

래 수량 등으로 나누고 각각 매수와 매도 거래에 대한 데이터로 세분화하여 

수집하였다. 코스피200(KOSPI200) 지수 선물의 경우 거래되고 있는 모든 

종목 중 거래량이 가장 높은 최근월물(nearby month contracts) 23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아닌 코스피200(KOSPI200) 지수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15개 이상 종목의 동시 주문을 

프로그램 매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며, 프로그램 매매 중 차익거래는 주로 

코스피200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 선물 사이의 베이시스(basis)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200개의 종목은 전체 상장 종목

수의 20% 정도에 해당하나 전종목 시가총액 대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

하므로,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별 

지수 수익률의 계산 시 당일 종가와 전일 종가의 자연로그 차분값(natural 

log difference)을 이용한 일별 수익률 및 당일 종가와 당일 시가를 이용한 

                                            
22

 코스피200(KOSPI200) 지수는 특정 시점에서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

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4년 6월 증권거래소에 의해 도입되었다. 200개의 종목은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연 1회 선물/옵션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새로 구성된다. 2012년 5월 2일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22.97%로 단연 압도

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3

 시카고 거래소(CME)의 S&P500 지수 선물 등의 경우 롤오버(Roll over) 등의 

이유로 만기일 이전 1~2주에 최근월물(nearby month contracts)과 차근월물의 거

래량이 역전되는데, 한국 시장의 코스피200(KOSPI200) 지수 선물은 상장된 모든 

종목 중 최근월물이 만기일까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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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시종 수익률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

국 주식 시장에서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의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

기 때문에 당일의 시장 움직임이 밤 사이의 갭(gap) 즉, 일간 수익률에 의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I-1]과 [그림 III-2]는 2004년에서 2011년까지 기간 동안의 

코스피200 지수 및 일별 수익률의 추이를 나타낸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및 2009년부터 2010년까지에 걸친 기간은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08

년과 2011년은 각각 리만 브라더스 사태 및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지수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포인트(point) 

[그림 III-1] 코스피200 지수 일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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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I-2]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 일별 추이 

 

가격의 추이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상승 추세일 경우 수익률의 진폭이 크지 

않으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폭이 대체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리

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 위기 당시에는 

일별 수익률이 가격 제한 폭인 상/하한 12%에 육박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

다.  

[표 III-1]은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8년의 

기간 동안 총 거래일은 1990일이었으며, 일별 수익률 및 일간 수익률과 달리 

시종 수익률의 경우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 Jarque-Bera 통계치를 통해 수익률 값은 정규분포를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률 데이터의 분석 모형 적합을 위하여, 시계열의 

안정성(stationarity)을 판단하기 위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하

였으며, [표 III-1]의 결과로부터 코스피200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은 단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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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 통계량(2004.01.~2011.12.) 

  일별 수익률 시종 수익률 일간 수익률 

 Mean 0.0004 -0.0003 0.0007 

 Maximum 0.1154 0.0808 0.0707 

 Minimum -0.1090 -0.1114 -0.0671 

 Std. Dev. 0.0158 0.0124 0.0105 

 Skewness -0.4514 -0.3916 -0.6233 

 Kurtosis 8.3585 10.0943 8.8982 

 Jarque-Bera 2448.378 4224.021 3013.479 

 Probability 0 0 0 

Phillips-Perron  -43.8930 -47.9093 -47.0529 

 Observations 1990 1990 1990 

주) Jarque-Bera 통계량은 Bera and Jarque (1981)에 의해 고안된 정규분포의 여부를 왜도

와 첨도를 이용하여 검정하기 위한 값이다. Phillips-Perron 통계량은 시계열의 단위근(unit 

root)을 검정하기 위해 Phillips (1987)에 의해 제안된 통계량이며, 1%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

는 -3.4334이다. 

 

을 갖지 않는 안정적 시계열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스피200 지

수 선물 수익률의 경우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분석기간에 걸쳐 일별 수익률이 0.964, 시종 수익률이 0.953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4. 

                                            
24

 코스피200 지수의 수익률과 지수 선물 수익률의 차이는 거래 시간 및 지수 집계 

발표 시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

시에서 오후 3시 5분까지 연속적으로 거래되며 이후 10분간의 장마감 동시호가의 

결정을 위한 휴지기를 가진 후 오후 3시15분에 당일 종가가 발표된다. 코스피200 

지수의 경우 오후 2시50분부터 10분간의 동시호가 제출 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에

 당일 종가가 발표된다. 따라서, 만기일 혹은 변동성이 큰 거래일에 있어 지수가 발

표되고 난 오후 3시 이후부터 선물 가격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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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프로그램 매매 통계량(2004.01.~2011.12.) 

  총 매수수량 총 매도수량 총 매수금액 총 매도금액 

 Mean 13818.78 13264.39 527815.2 502589.3 

 Std. Dev. 8137.482 7842.506 359341.3 343227.9 

 Skewness 1.305705 1.434468 1.481062 1.922747 

 Kurtosis 6.053402 7.737866 6.987097 11.96845 

 Jarque-Bera 1338.501 2543.731 2045.647 7895.4 

Phillips-Perron  -35.41388 -34.63988 -34.61547 -34.79278 

  매수차익수량 매수차익금액 매도차익수량 매도차익금액 

 Mean 3610.746 163754.9 3642.132 164008.5 

 Std. Dev. 3035.081 147880.8 3417.279 166837.3 

 Skewness 1.708883 1.780623 2.822971 3.714206 

 Kurtosis 7.751779 7.531985 19.87153 35.16902 

 Jarque-Bera 2840.769 2754.604 26245.2 90381.41 

Phillips-Perron  -45.584 -45.13159 -41.44067 -42.4184 

  매수비차익수량 매수비차익금액 매도비차익수량 매도비차익금액 

 Mean 10208.04 364060.3 9622.27 338580.8 

 Std. Dev. 6578.542 263161.8 5912.674 230608.6 

 Skewness 1.160336 1.638745 0.791762 1.20031 

 Kurtosis 6.142379 9.547278 4.160752 5.632791 

 Jarque-Bera 1265.314 4445.062 319.6347 1052.591 

Phillips-Perron  -26.19686 -28.65716 -22.88668 -24.13258 

주)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다. Jarque-Bera 통계량은 Bera and Jarque (1981)에 의해 고안

된 정규분포의 여부를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검정하기 위한 값이다. Phillips-Perron 통계량

은 시계열의 단위근(unit root)을 검정하기 위해 Phillips and Perron (1988)에 의해 제안된 

통계량이며, 1%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는 -3.4334이다. 

 

                                                                                                                        

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바로 거래가 시작되어 시가가 결정되지만, 지수의 경우 오전

 9시 1분에 당일의 시가가 집계되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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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는 동일한 1990일 표본 거래일 동안의 일별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매매를 총합 및 차익거래와 비차

익거래로 구분하고 이를 매수와 매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거래 수량과 금

액 데이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데이터의 분포 역시 Jarque-

Bera 통계치로부터 정규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함을 알 수 있으며, 단위근 검

정의 결과 모든 데이터가 단위근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차익거래의 경우 

매수 수량 및 금액이 매도에 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가 작

게 나타났으나, 비차익거래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설계 

 

프로그램 매매 수량 및 금액이 일별 코스피200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GARCH(1,1) 모형에 프로그램 매매 변수를 추가하

여 수정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Engle (1982)은 금융 시계열 자료(financial 

time-series data)의 분석에 있어 단순히 선형성(linearity)을 가정한 자기회

귀(Autoregressive)나 이동평균(Moving Average) 등의 전통적 모형이 갖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차의 분산이 자기회귀적으로 변하는 조건부 이분

산 자기회귀 모형(ARCH: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을 제안하였다. ARCH 모형은 시간 가변적(time-varying) 변동성 군집현상

(volatility clustering)을 보이는 금융 시계열 자료의 모형화를 위해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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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어왔다25. ARCH 모형의 추정에 있어 과거 참조 기간인 래그(lag)를 

길게 설정해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Bollerslev (1986)는 적은 수의 모수

(parameter)를 사용하면서도 ARCH 모형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GARCH(Generalized ARCH) 모형을 제안하였다. GARCH 모형 중 GARCH 

항과 ARCH 항의 차수가 모두 1인 단순한 GARCH(1, 1) 모형으로도 금융 

시계열의 변동성 특성이 효과적으로 모형화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한편, GARCH 모형의 모수 추정 시 조건부분산(conditional volatility) 

값을 항상 양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Nelson (1991)

은 EGARCH(Exponential GARCH)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분산성을 가지는 

시계열 자료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음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동일

한 크기의 양의 충격에 비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등으로 인한 변동성 비대칭 

현상을 보이는데, EGARCH 모형은 GARCH 모형과 달리 이러한 현상을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GARCH 항과 ARCH 항의 차수(order)가 1인, 

시계열 자료 tR 에 대한 EGACRH(1, 1) 모형은 다음과 같다. 

 

t tR    , t t tz  , (0,1)tz N  

2 2 1 1
1

1 1

ln ln t t
t t

t t

 
     

 
 



 

                                (3-1) 

                                            
25

 Lee et al. (2005)은 실현 변동성(realized volatility)를 이용한 시간 가변적 AR

FIMA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의 내재 변동성(option implied volatility)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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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 는 각각 시계열 tR 의 상수와 백색 잡음(white noise)을 의미하며, 

2

t 는 시계열 자료의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을 의미한다. 아래 

식의 좌변은 레버리지 효과가 지수적(exponential)임을 나타내며 조건부 분

산이 음이 아닌 값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는 ARCH 효과를 설명하며  의 

절대값이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수 변동성의 시계열은 안정적(stationary)이

라 할 수 있다. 또, 수익률의 하락 시 변동성의 증가, 즉 변동성 비대칭의 원

인인 레버리지 효과의 존재는  의 부호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GARCH(1, 1)에 프로그램 매매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1]을 통해 프로그

램 매매가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형 2]를 통해 프로

그램 매매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 효과를 수익률과 연관 지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계된 두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프로그램 매매가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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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RCH(1, 1) 모형과 관련된 변수의 의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j k

의 추정값을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즉, 만일 ,j k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추정된다면, 이는 프로그램 매

매의 증가가 변동성을 확대시킴으로 인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

미한다. 반대로 ,j k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이라면 오히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모형 2] 프로그램 매매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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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모형 2]를 통한 분석의 목적은,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동시

에 수익률의 하락과 관련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즉, 분석 결과

를 통해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비해 하락할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

이 프로그램 매매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

다. 설계된 모형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4i  이며, ,i tR 는 t 시점에서의 코

스피200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을 의미한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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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1~ 8j  이고 1~ 4k  이며, , ,j k tP 는 t 시

점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에 관한 다음의 변수를 의미한다. 순서대로, 처음 두 

변수 조합은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 변동성의 증가 혹은 축소와 전체 프로그

램 규모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다음 두 변수 조합은 프로

그램 매수와 매도가 시장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 두 조합은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마지막 두 조합을 통해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별로 매수와 매도거래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 변수 조합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모형에 사용된 프로그램 매매 변수 

j        k  1 2 3 4 

1 총 프로그램 금액 
 

  

2 총 프로그램 수량 
 

  

3 
프로그램 

매수금액 

프로그램 

매도금액 
  

4 
프로그램 

매수수량 

프로그램 

매도수량 
  

5 차익거래 금액 비차익거래 금액   

6 차익거래 수량 비차익거래 수량   

7 매수차익 금액 매도차익 금액 매수비차익 금액 매도비차익 금액 

8 매수차익 수량 매도차익 수량 매수비차익 수량 매도비차익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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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일별 코스피200 지수 

및 선물의 변동성과 프로그램 매매의 관계에 대해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III-4]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별 및 시종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의 

EGACH(1, 1) 모형 적합의 결과이다. 

 

[표 III-4] 코스피200 지수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의 EGARCH(1, 1) 적합 

EGARCH(1, 1) 모수 일별 수익률 시종 수익률 

  0.0006
***

 -0.0002 

  -0.4451
***

 -0.5022
***

 

  0.1552
***

 0.1811
***

 

  -0.1274
***

 -0.1118
***

 

  0.9623
***

 0.9601
***

 

주) ***는 추정된 모수가 1%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분석 기간 중 일별 수익률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나 시

종 수익률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별 및 시종 수익률 모두 1%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치를 가지며, 이로부터 수익률이 하락할 수록 변동성이 증가하는 비대

칭적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추정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은, 로그 분산(log variance)의 과정이 안정적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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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의 경

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I-5]는 코스피200 지수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모형 1]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매

매와 관련된 변수 이외의 EGARCH(1, 1) 관련 모수 추정의 결과는 앞서 살

펴본 [표 III-4]의 결과와 해석에 있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수의 모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일별 및 시종 지수 

수익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1~ 2j  의 1  추정치는 

전체 프로그램 금액 및 수량과 변동성의 관계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프로그램 매매 금액 및 수량이 큰 경우 변동

성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 4j  의 1 과 2 는 각각 프로그램 매

수와 프로그램 매도가 변동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데, 1 의 

추정치가 음이며 2 이 양이라는 것은 곧 프로그램 매수의 경우 낮은 변동성

과, 프로그램 매도는 높은 변동성과 관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일별 및 시종 수익률에 있어 공통적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으로 판단할 때 

특히 2 의 유의성이 높았는데, 이는 변동성의 증가와 프로그램 매도 유입의 

높은 연관성을 의미한다. 5 ~ 6j  의 1 과 2 는 각각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가 변동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준다. 프로그램 금액의 측면에서 일별 

및 시종 변동성 모두 1 의 추정치가 양, 2 이 음으로 나타난 것은, 차익거래

의 경우 높은 변동성과 관계가 있는 반면, 비차익거래는 변동성의 감소와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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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코스피200 지수 일별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일별 j=1 j=2 j=3 j=4 j=5 j=6 j=7 j=8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525*** -0.804*** -0.490*** -0.785*** -1.183*** -1.778*** -1.173*** -1.765*** 

  0.153
***

 0.146
***

 0.151
***

 0.147
***

 0.077
***

 0.041 0.075
***

 0.034 

  -0.131*** -0.159*** -0.124*** -0.155*** -0.205*** -0.222*** -0.192*** -0.211*** 

  0.955
***

 0.928
***

 0.959
***

 0.930
***

 0.885
***

 0.831
***

 0.886
***

 0.832
***

 

1  0.002*** 0.229*** -0.005 -0.071 0.063*** 3.362*** 0.045*** 2.402*** 

2  
  

0.009*** 0.535*** -0.012*** 0.147** 0.079*** 4.283*** 

3  
      

0.004 0.677 

4  
      

-0.029*** -0.393 

Log-L 5761.7 5770.3 5763.7 5771.7 5802.4 5820.6 5805.4 5823.4 

시종 j=1 j=2 j=3 j=4 j=5 j=6 j=7 j=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518*** -0.636*** -0.499*** -0.634*** -1.257*** -1.943*** -1.233*** -1.807*** 

  0.181*** 0.179*** 0.178*** 0.179*** 0.126*** 0.064** 0.107*** 0.043 

  -0.113*** -0.113*** -0.105*** -0.113*** -0.142*** -0.161*** -0.135*** -0.152*** 

  0.959*** 0.948*** 0.961*** 0.948*** 0.883*** 0.821*** 0.883*** 0.831*** 

1  0.001* 0.097*** -0.008*** -0.261* 0.063*** 3.682*** 0.022** 1.740*** 

2  
  

0.011*** 0.476*** -0.015*** -0.099* 0.092*** 5.110*** 

3  
      

0.014 0.921** 

4  
      

-0.041*** -1.201*** 

Log-L 6198.8 6201.7 6202.2 6203.9 6231.1 6249.9 6242.3 6259.1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Log-L

은 모형 적합의 Log-likelihood 값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 4 의 단

위는 -10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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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매 수량의 측면에서도 비차익거래의 일별 변동성에 대한 관계를 

제외하면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차익거래가 가격의 괴리를 감소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오히려 금액 측면에서 비차익거래의 유입이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옥기율 (200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며, 한상범, 오승현 

(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7 ~ 8j  의 1 4~  는 각각 매

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매수 비차익거래, 매도 비차익거래의 변동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일별 및 시종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해 1 와 2 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익거래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두 변동성의 확대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또한, 2 의 절대값이 1 의 값보다 

크다는 점은 매도 차익거래가 매수 차익거래보다 변동성의 증가에 미치는 영

향이 큼을 시사한다. 비차익거래에 관해 살펴보면, 3 의 추정치는 대체로 양

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음에 반해 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비차익거래가 변동성의 감소와 관련되는 결과가 주로 

매도 비차익거래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프로그램 매매 규모와 지수 수익률의 변동성은 양의 관계를 가지

는데, 이는 프로그램 매수보다 매도와 관련이 있다. 차익거래의 경우 변동성

과 양의 관계를 비차익거래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차익거래는 매수와 매도 

모두 변동성 증가와 관계되며 매도 차익거래가 매수 차익거래보다 연관성이 

높았다. 비차익거래와 변동성과의 음의 관계는 매도 비차익거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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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코스피200 선물 일별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일별 j=1 j=2 j=3 j=4 j=5 j=6 j=7 j=8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471*** -0.662*** -0.443*** -0.648*** -1.107*** -1.564*** -1.121*** -1.533*** 

  0.156
***

 0.155
***

 0.153
***

 0.156
***

 0.086
***

 0.061
**
 0.079

***
 0.052

**
 

  -0.122*** -0.142*** -0.117*** -0.138*** -0.192*** -0.207*** -0.184*** -0.192*** 

  0.961
***

 0.942
***

 0.964
***

 0.944
***

 0.892
***

 0.851
***

 0.892
***

 0.854
***

 

1  0.001** 0.169*** -0.005 -0.113 0.061*** 3.162*** 0.041*** 2.132*** 

2  
  

0.008** 0.459*** -0.013*** 0.05 0.083*** 4.103*** 

3  
      

0.009 0.746
*
 

4  
      

-0.036*** -0.671 

Log-L 5652.5 5659.2 5654.1 5660.6 5690.7 5708.9 5695.4 5712.3 

시종 j=1 j=2 j=3 j=4 j=5 j=6 j=7 j=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479*** -0.567*** -0.461*** -0.563*** -1.189*** -1.646*** -1.275*** -1.668*** 

  0.186*** 0.186*** 0.182*** 0.184*** 0.130*** 0.078*** 0.111*** 0.053* 

  -0.089*** -0.090*** -0.085*** -0.087*** -0.120*** -0.130*** -0.119*** -0.123*** 

  0.963*** 0.955*** 0.965*** 0.956*** 0.889*** 0.848*** 0.878*** 0.843*** 

1  0.000 0.081*** -0.007** -0.223 0.059*** 3.303*** 0.026*** 1.580*** 

2  
  

0.008** 0.405** -0.015*** -0.148*** 0.098*** 5.082*** 

3  
      

0.012 0.977*** 

4  
      

-0.047*** -1.363*** 

Log-L 6111.1  6113.5  6113.3  6115.2  6141.3  6158.5  6153.0  6169.1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Log-L

은 모형 적합의 Log-likelihood 값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 4 의 단

위는 -10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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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은 코스피200 지수 선물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

향을 [모형 1]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대부분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이 

지수 변동성에 대한 결과인 [표 III-5]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수와 선

물 사이의 차이 즉, 베이시스(basis)와 관련된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지수에 

대한 영향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의 코스피200 

지수 및 지수 선물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특별히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프로그램 매매가 증가할수록 주식 시장의 변동성

은 증가하였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는 민재

훈 (2000)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모형 2]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의 일별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EGARCH(1, 1)의 모수에 대한 해

석은 앞선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수익률에 대한 영향을 나

타내는  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1~ 2j  의 1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프로그램 매매 금액 및 수량이 큰 경우 일별 지수 

수익률이 대체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의 하락 시 프로그램 매매가 활

발함을 보여준다. 3 ~ 4j  의 1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며 2 가 

음인 것은 프로그램 매수는 높은 지수 수익률, 매도 거래는 낮은 수익률과 관

계됨을 의미한다. 두 값을 비교해볼 때,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이 프로그램 매

수에 비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서의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프로그램 

매도의 유입 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코스피 시장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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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코스피200 지수 일별 수익률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일별 j=1 j=2 j=3 j=4 j=5 j=6 j=7 j=8 

  0.002
***

 0.001
**
 0.003

***
 0.001

*
 0.001

***
 0.001

***
 0.001  0.001  

  -2.114*** -0.425*** -3.454*** -0.432*** -0.41*** -0.415*** -0.474*** -0.454*** 

  0.055
***

 0.158
***

 0.050
***

 0.205
***

 0.162
***

 0.159
***

 0.213
***

 0.211
***

 

  0.016** -0.123*** 0.014 -0.085*** -0.12*** -0.121*** -0.11*** -0.095*** 

  0.758
***

 0.965
***

 0.602
***

 0.969
***

 0.967
***

 0.966
***

 0.963
***

 0.967
***

 

1  -0.002*** -0.028* 0.015*** 0.874*** -0.004*** -0.087** 0.022*** 1.113*** 

2  
  

-0.019*** -0.951*** 0.001  -0.016  -0.022*** -1.122*** 

3  
      

0.004
**
 0.509

***
 

4  
      

-0.005** -0.541*** 

Log-L 5485.0 5759.259 5564.4 5931.7 5761.973 5759.7 5905.3 5944.9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Log-L

은 모형 적합의 Log-likelihood 값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4~  , 및 

의 단위는 -10
6
이다. 

 

5 ~ 6j  의 1 과 2 는 각각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규모가 수익률과 어떻

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주는데, 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 

2 가 유의하지 않음은, 비차익거래와 달리 차익거래의 규모와 일별 수익률 사

이에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7 ~ 8j  의 1 4~  는 

각각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매수 비차익거래, 매도 비차익거래의 수

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는 수익률의 

상승, 매도는 수익률의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의 절대

값들을 비교해보면, 매수와 매도 거래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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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의 하락 시 더욱 

활발해지며, 차익거래의 경우에 있어 특히 이러한 관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앞서의 프로그램 매매와 변동성의 관계와 더불어 판단할 때, 시장의 하

락 시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 중 차익거래의 유입이 변동성을 확대시켜 시장

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종 수익률에 대한 모수 추정에 대한 해석 역시 이와 거의 동일하

였으므로, 프로그램 매매의 유입과 시장의 등락 관계에 있어 일간 수익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물의 일별 수익률 및 

시종 수익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역시 [표 III-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는 지수와 선물 간의 괴리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차익거래의 경우에

도, 일별 수익률에 있어서 지수와 선물의 괴리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절 일중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1.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현물 시장에서와 비교했을 때, 선물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거래는 보다 단

기적이며 거래 방향성의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연

계하여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 특히 차익거래의 경우, 그 영향력을 일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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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3절에서는 프로그램 매매와 변

동성 사이의 관계를 30분 단위의 단기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결과를 일별 

분석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일별 변동성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

난 차익거래가 일중 30분 단위의 변동성 역시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 일중 30분 단위 분석을 위해 2006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6년 동

안의 분 단위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 및 코스피200(KOSPI200) 지수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코스피200 지수 데이터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분 단위 프

로그램 매매 데이터는 블래쉬넷(Blashnet) 26에서 각각 수집하였다. 지수 및 

프로그램 매매에 관한 분 단위 데이터를 30개씩 취합하여 30분 단위 데이터

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매년 첫 거래일27을 제외한 정상적인 거래일인 경우 9

시부터 15시까지 총 12개의 일중 데이터로 구성된다. 한편, 일별 분석 모형

과 달리 일중 분석 모형의 설계에서 요구되는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구

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의 일별 다우산업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28를 블룸버그(Bloomberg)로부터 구하였다. 일별 분석 결과

에서 프로그램 금액과 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

                                            
26

 ㈜블래쉬넷(Blashnet)은 금융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및 매매 도구(Trading 

tool)를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거래소로부터 얻은 시장 데이터를 시스템 트레이딩(sy

stem trading)을 위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27

 매년 첫 거래일은 10시에 거래가 시작되며, 종료 시간은 일반 거래일과 동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마찬가지로 10시에 거래가 시작되나 오후 4시에 종료되므로 

일반 거래일과 총 거래시간은 동일하다. 
28

 미국 시장의 수익률과 한국 시장의 일간(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의) 수익률과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우존스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S&P500 

지수, 나스닥(Nasdaq)지수 등의 대표적 지수들이 대부분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

였으며 그 중 다우존스지수가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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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분석에서는 프로그램 금액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8] 일중 자료 통계량(2006.01.~2011.12.) 

  30분 수익률 다우수익률(일) 총 매수금액 총 매도금액 

 Mean 0.00138% 0.00150% 48941 46256 

 Std. Dev. 0.0045 0.0039 53680.09 53395.49 

 Skewness -1.08 0.083 12.19 12.41 

 Kurtosis 40.06 153.59 321.98 351.00 

 Jarque-Bera 1094593 18010248 81277050 96669285 

Phillips-Perron  -138.80 -138.04 -166.38 -163.12 

  매수차익금액 매도차익금액 매수비차익금액 매도비차익금액 

 Mean 14493 14386 34448 31870 

 Std. Dev. 22645.7 31598.67 41486.49 32769.79 

 Skewness 8.99 28.41 14.29 9.85 

 Kurtosis 204.63 1899.73 457.37 197.67 

 Jarque-Bera 32544304 2.86E+09 1.65E+08 30405615 

Phillips-Perron  -140.66 -144.39 -166.31 -177.99 

주)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다. Jarque-Bera 통계량은 Bera and Jarque (1981)에 의해 고안

된 정규분포의 여부를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검정하기 위한 값이다. Phillips-Perron 통계량

은 시계열의 단위근(unit root)을 검정하기 위해 Phillips and Perron (1988)에 의해 제안된 

통계량이며, 1%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는 -3.4334이다. 

 

[표 III-8]은 2006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총 1480 거래일 동안

의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분석 기간 동안 30분 구간의 수는 

총 17640개였으며,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Jarque-Bera 통계

치를 통해 30분 수익률 및 일별 다우지수 수익률 값은 정규분포를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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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우지수의 수익률의 경우, 코스피200 지수 일별 자

료와 달리 양의 왜도 값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의 분포 역시 Jarque-Bera 통계치로부터 정규분포라는 가설을 기각함

을 알 수 있으며, 단위근 검정의 결과 모든 데이터가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30분 단위 차익거래의 경우 매수 금

액이 매도 금액에 비해 왜도와 첨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차익거래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일중 시간대별 변동성은 U자 혹은 뒤집어진 J자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mati and Pfleiderer, 1988; Lockwood and Linn, 

1990; Andersen and Bollerslev, 1997). 가격의 변동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거래가 시작되는 

아침 시간에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I-3]은 코스피200 지수의 5분 단위 일중 변동성의 추이이다29. 

한국 시장의 경우 개장 시 동시호가의 결정에 밤 사이의 미국 수익률이 정보

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이 정보에 대한 상이한 

반응으로 인해 장 시작과 동시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일중 변동성은 

거래가 시작되는 첫 5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 감소하여 점심 무

렵 최소가 되었다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9

 5분 단위 변동성은, 분석 기간 내의 5분 단위 구간별 수익률 제곱의 평균으로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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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코스피200 지수의 일중 변동성 추이 

 

 

[그림 III-4] 일중 프로그램 매매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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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III-4]은 30분 단위 프로그램 매매 금액의 일중 추이를 보여준다. 

증감의 추이가 변동성의 추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일중 흐름을 보인다. 이

는 프로그램 매매와 일중 변동성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설계 

 

프로그램 매매 금액이 일중 코스피200 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별 분석에서 사용된 EGARCH(1,1) 모형을 수

정한 일중 분석 모형을 설계하였다. 일중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의 움직임이 시간대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장 시작과 함께 전일 미국 시장의 등락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므로, 일중 첫 구간의 수익률 및 변동성은 다른 시간대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한상범, 이윤재 (2007)는 코스피 시장의 일중 분석에 

있어서 1시간 단위로 거래 시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을 모

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첫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 대한 더

미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구간의 수익률을 

당일 시가와 첫 구간의 종가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코스피 시장의 동시호가 제도30로 인해 당일 시가가 과대 혹은 과소 평

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수정하기 위

                                            
30

 당일 지수의 시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의 접수는 8시30분부터 9시 개장 직전까지

 이루어지는데, 예상 체결 지수가 공개되지만 실제로 접수되는 호가의 상황은 비공개

로 이루어진다. 



 72 

한 큰 가격 변동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정보의 도착과 해소라는 정보 전이

(information transmission 혹은 information spillover)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일중 시계열 분석 모형에 첫 구

간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미국 시장의 수익률을 추가

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영향 관계는 국제 금융 시장 간의 정보 전이

(information transmission)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Eun and Shim (1989)은 9개 국가의 주식 시장 사이의 관계를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히 

존재하나 반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다. Hamao et al. (1990)는 

GARCH(1, 1)-M 모형에 기초하여 미국 및 영국 시장에서 일본 시장으로, 

미국 시장에서 영국 시장으로의 강한 변동성 전이(volatility spillover) 현상

을 발견하였다. Wei et al. (1995)은 영국과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시장의 신

흥시장(emerging markets)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였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보였다. Karolyi and Stultz (1996)과 Ng (2000) 등의 연구 역시 

국제 자본 시장의 상호 관련성에 있어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임을 보였다. 미

국 시장과 유럽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Savva (2009)는 미국 시장에서 유

럽 시장으로의 가격 전이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변동성의 경우 상호 전이 관계

에 있음을 밝혔다. Park (2010)은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미국과 11개의 

아시아 국가 시장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들이 미국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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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효율적인 시장 가설 하에서 미국 시장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영

향력은 개장과 동시에 시가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정

보에 대한 과잉 반응(overreaction) 등의 이유로 인해 시가가 왜곡되어 형성

될 수 있으며(Bondt and Thaler, 1985; Baytas and Cakici, 1999; Hirschey, 

2003; Wang and Yu, 2004), 개장 후 일정 시간 동안 이 과잉 반응이 해소되

는 가격 역전(price reversal) 현상이 일어난다(Fung et al., 2000; Fung and 

Lam, 2004; Grant et al., 2005; Fung and Lam, 2010; Miralles-Marcelo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모형은 개장 이후 첫 30분 구간을 

전일 미국의 수익률 및 기타 밤 사이의 정보가 반영되고 과잉 반응이 해소되

는 구간으로 판단하여 다른 구간과 분리하여 다루었다. 설계된 모형은 본 연

구에서의 프로그램 매매 분석을 넘어, 아시아 시장의 일중 자료를 다루는 시

계열 분석에 있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일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성 및 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보기 위한 다음의 두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 3] 프로그램 매매가 일중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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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RCH(1, 1) 모형과 관련된 변수의 의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일

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j k 의 추정값을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일중 30분 단

위의 단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만일 ,j k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으로 추정된다면, 이는 프로그램 매매의 증가가 변동성을 확대시

킴으로 인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j k 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오히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지지하게 된다. 

 

[모형 4] 프로그램 매매가 일중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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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모형 4]는 일별 분석의 [모형 2]와 마찬가지로, 만일 프로그램 매매가 변동

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익률의 하락과 관련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

이다. 즉, 분석 결과를 통해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비해 하락할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프로그램 매매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

론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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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모형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D는 거래일의 첫 30분 구간인 경우 

1, 나머지 구간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서 정보 

전이(information transmission) 효과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us tR 은 전일 미

국 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i tR 는 t 시점에서의 30분 단위 코스피200 지

수 수익률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일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금액과 수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일

중 분석에서는 금액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일별 분석 모형에

서 사용한 프로그램 매매 변수 조합([표 III-3]) 중 금액과 관련된 

1,3,5,7j  의 조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친 일별 코스피200 지수

의 30분 단위 변동성 및 수익률과 프로그램 매매의 관계에 대해 설계된 일중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III-9]는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단위 코스피200 지수 

수익률에 대해 EGACH(1, 1) 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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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코스피200 지수 30분 단위 수익률의 EGARCH(1, 1) 적합 

EGARCH(1, 1) 모수 전체기간 2006~2009 2010~2011 

  0.0000 0.0000 -0.0000 

   0.5737***   0.6150***   0.5067*** 

  -0.0808*** -0.0669*** -0.1061*** 

   0.0566***   0.0535***   0.0474*** 

  -0.0432*** -0.0345*** -0.0667*** 

   0.9964***   0.9974***   0.9937*** 

주) ***는 추정된 모수가 1% 신뢰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미국 지수 수익률에 대한 코스피200 지수의 전일 종가대

비 첫 30분 종가의 반응을 나타내는  값은 1%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0.5737의 값을 나타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기간에는 0.6150의 값

을 보였으나, 이후 2년에서는 0.5067의 값을 보였다. 즉, 미국 지수 수익률에 

대한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가 이전에 비해 최근 2년 동안 감소했음을 의미

한다.  의 경우 30분 수익률 역시 일별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1% 신뢰도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치를 가지므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록 변

동성이 증가하는 비대칭적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정치의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로그 분산(log 

variance)의 과정이 안정적(stationary)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I-10]는 코스피200 지수 30분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프

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모형 3]을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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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코스피200 지수 30분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j=1 j=3 j=5 j=7 

  0.000 0.000 0.000*** 0.000*** 

  0.596*** 0.596*** 0.593*** 0.589*** 

  -5.093*** -5.101*** -10.038*** -9.700*** 

  0.359*** 0.359*** 0.278*** 0.270*** 

  -0.076*** -0.075*** -0.034*** -0.044*** 

  0.625*** 0.625*** 0.224*** 0.250*** 

1  0.551*** 0.561*** 2.682*** 2.341*** 

2  
 

0.543*** 0.084*** 2.884*** 

3  
   

0.412*** 

4  
   

-0.295*** 

Log-L 82845.6 82845.7 83591.8 83634.0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Log-L

은 모형 적합의 Log-likelihood 값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 4 의 단

위는 -10
5
이다. 

 

EGARCH(1, 1)과 관련된 계수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앞서 일별 분석의 경

우와 유사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우선 1j  의 1  추정치는 전체 프로그램 금액과 변동성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일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 금액의 증가가 30분 단위 변동성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j  의 1 과 2 는 각각 프로그램 매수와 프로그램 매도가 변동성

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보여주는데, 두 값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및 매도 모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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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별 분석에서 1 의 

추정치가 음이었음을 고려하면, 일별 프로그램 매수는 일별 변동성의 감소와 

관계가 있으나 단기 프로그램 매수는 30분 단위의 변동성을 오히려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프로그램 매매의 변동성 증가

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살펴볼 때 보다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5j  의 

1 과 2 는 각각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변동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

여주는데 두 값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므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30분 단위 단기적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별 

분석 결과에서는 2 의 값이 음으로 추정되어 일별 비차익거래 금액의 증가가 

변동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나, 30분 단위의 분석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

타냈다. 즉, 단기적으로는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모두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 와 2 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차익

거래가 비차익거래에 비해 단위 금액당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약 32배 정

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 증가에 대해서도 역시 일별 분

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익거래의 영향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7j  의 1 4~  는 각각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매수 비차익거

래, 매도 비차익거래의 변동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매도 비차익거

래와 관련된 4 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는 일별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차익거래 매수/매도 및 비차익거래 매수

는 일별 및 일중 30분 단위 변동성을 모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와 2 의 크기가 유사함은 매수 차익거래와 매도 차익거래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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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이 비슷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모두 30분 단위 단기적 변동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차

익거래의 영향이 비차익거래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하여 살

펴본 결과, 매도 비차익거래만이 변동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나머지 프

로그램 매매의 유형들은 모두 30분 단위 변동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모형 4]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의 코스피200 지수 일중 30분

단위 수익률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III-11]과 같다. 1j  의 

1  추정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므로 프로그램 매매 금액의 

증가가 30분 단위 지수 수익률의 감소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매

매가 30분 단위 변동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가 30분 단위의 초단기 수익률에 있어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j  의 1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며 2 가 음인 것은 

일별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30분 단위로도 프로그램 매수는 수익률의 

상승, 프로그램 매도는 하락과 관련된다. 추정된 두 모수의 크기가 유사하므

로, 30분 단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수 및 매도 프로그램 거래가 비슷

하다 할 수 있다. 5j  의 1 과 2 는 각각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규모가 

30분 수익률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주는데, 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지는 반면 2 는 양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1 의 절대값이 2 에 비

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미루어, 프로그램 매매 중 차익거래가 단기적인 30분 

단위 수익률의 하락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j  의 

1 4~   추정 결과에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는 수익률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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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는 수익률의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의 절대값들을 

비교해보면,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와 매도 거래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1] 코스피200 지수 30분 수익률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j=1 j=3 j=5 j=7 

  0.000*** 0.000 0.000 -0.000** 

  0.610*** 0.626*** 0.578*** 0.625*** 

  -0.710*** -0.083*** -0.075*** -0.083*** 

  0.034*** 0.067*** 0.055*** 0.066*** 

  0.007*** -0.028*** -0.046*** -0.029*** 

  0.940*** 0.997*** 0.997*** 0.997*** 

1  -0.151*** 2.132*** -0.465*** 2.113*** 

2  
 

-2.280*** 0.211*** -2.340*** 

3  
   

1.971*** 

4  
   

-1.953*** 

Log-L 80495.4 83726.6 83003.1 83731.1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Log-L

은 모형 적합의 Log-likelihood 값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4~  , 및 

의 단위는 -10
8
이다. 

 

 

 

 

 



 81 

제 4 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피 시장의 일별 및 일중 30분 단위 변동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의 [표 III-1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에 따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

지는 경우 P, 반대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 N으로 표시하

였다. 

 

[표 III-12] 분석 결과 요약 

일별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분류 0 전체 프로그램 매매 P 

분류 1 매수거래 N 매도거래 P 

분류 2 차익거래 P 비차익거래 N 

분류 3 매수차익 P 매도차익 P 매수비차익 - 매도비차익 N 

일중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분류 0 전체 프로그램 매매 P 

분류 1 매수거래 P 매도거래 P 

분류 2 차익거래 P 비차익거래 P 

분류 3 매수차익 P 매도차익 P 매수비차익 P 매도비차익 N 

주) 프로그램 매매의 유형에 따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P, 감소시키는 

경우 N으로 표시하였다. 

 

일별 및 일중 실증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프로그램 매매

는 일별 및 일중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82 

익률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는 시장의 하락 시 이러한 변동성 증가 효과

가 더욱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증 분석의 결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매

가 변동성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시장을 교란하며, 시장의 하락 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은 일별보다 일중 변동성

에 있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일별 변동성의 완화 효과를 가지는 매수 프로

그램 매매, 비차익거래, 매도 비차익거래 등의 유형 역시 일중 30분 단위 단

기 변동성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별 및 일중 변동성에 대해 차익

거래는 매수와 매도 모두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일관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

히 단위 금액 당 영향력의 크기에서 비차익거래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매매의 부

정적인 영향은 주로 차익거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차익거래의 변동성 

완화 효과의 경우, 일별 및 일중 분석에 있어 결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

므로 단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한국 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사이드

카(Side Ca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에 의

한 변동성 증가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이드카 제도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

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성

격의 규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은 서로 구별되며, 비차익거래의 경우 특히, 매도 비차익거래는 



 83 

일별 및 일중 변동성의 완화 효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

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의 유형이므로, 뉴욕증권시장

(NYSE)에서 시행하였던 콜라(collar) 제도와 같이, 규제의 대상을 차익거래

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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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V 장 프로그램 매매와 투자 주체 거래행태와의   

연관성 

 

코스피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는 주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투자주체 별로 프로그램 매매를 수행하는 방법 및 얻고자 

하는 이득이 상이한데, 이는 각 주체에게 적용되는 매매와 관련된 제도 및 

거래 수수료, 자금 조달 방법 등과 같은 매매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주체로 받아들여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익거래 시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현물 시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현물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Ghysels and Seon (2005)은 1997년의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외국인의 지수 선물 매매가 당시 한국 시장의 폭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ong et al. (2009)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코스피200 현물 및 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도의 영향으로 베이시스(basis)가 약화되고 지수대비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 차익거래가 유발되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장의 움직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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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시스의 연관성에 대하여 Furbush (1989)는 베이시스의 확대가 

차익거래를 즉시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현물과 선물의 균형관계가 회복되면서 

베이시스가 축소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차익거래 유입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Chan and Chung (1993)은 현물 시장 및 선물 시장 모두에 있어 베이시스가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변동성이 높은 

기간에 있어 베이시스와 시장의 움직임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매 행태와 베이시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의 

원인을 투자자 거래행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제 1 절 차익거래 결정 요인: 베이시스 

 

베이시스(basis)란 지수 선물과 지수의 현재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선물 가격과 지수는 만기 시점까지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만큼 차

이를 보이게 되며, 이 차이는 잔존 만기가 감소할수록 줄어들게 된다. 선물의 

이론 가격은 항상 지수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베이시스는 양의 값

을 가지는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베이시스 값은 향후 시장 움직임

에 대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이론 베이시스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베이시스

가 양인 상태를 콘탱고(Contango), 음인 상태를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이라 부르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의 유입은 단순히 이론적인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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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스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의 차이를 나

타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basis spread)가 프로그램 매매 중 특히 차익거래

의 유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현재 가치는 다음 식

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 )rt rt rtBS Basis Spread e Se S F S S Fe                  (4-1) 

 

r 은 무위험 이자율, t 는 선물의 만기까지의 잔존기간을 의미한다.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면, 선물의 시장 가격이 지수에 비해 저평가됨을 의미하

므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reverse cash-and-

carry)가 유입된다. 반대로,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감소하게 될 경우 매수차익

거래(cash-and-carry)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는 단순히 이러한 이론적 관

계보다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수준 및 향후 스프레드의 확대 혹은 축소에 대

한 전망에 의해 차익거래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피200 지수 및 선물 시장에서의 베이시스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살

펴보자. 2004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일별 및 일중 30분 단위 베

이시스 스프레드(basis spread)를 계산하였다. 일별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해

당 거래일의 5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평균값으로 다음 식 (4-2)와 같

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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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5분 단위 구간의 수를 의미하며, ,i tS  및 ,i tF 는 5분 단위 코스피200 지

수 및 지수 선물의 시장가격을 나타낸다. tr 는 무위험 수익률로서 CD-

91(Certificate of Deposit-91)을 사용하였다.  는 연 단위 잔존 만기를 나

타낸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수집하였다. 일중 30분 단위 베

이시스 스프레드 역시 각 구간에 속한 6개의 5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IV-1] 잔존 만기일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추이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잔존 만

기가 줄어들수록 작아져 만기일에는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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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일중 시간대 별 베이시스 스프레드 추이 

 

일중 30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 초반 30분에 가장 큰 값을 보이며 오후 2시까지 점차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시 이후부터 장 마감까지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시30분부터 장 마감까지의 베이시스 스

프레드의 변화가 가장 컸다. 따라서,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큰 장 초반 및 스

프레드의 변화가 큰 장 후반에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

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IV-3]은 일별 및 일중 30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기초 

통계를 보여준다. 분석 기간 동안의 코스피200 시장의 평균적인 베이시스 스

프레드 값은 약 0.8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 Jarque-Bera 통계로부터 스프레드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벗어남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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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일별(상) 및 일중(하) 베이시스 스프레드 기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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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일별(좌) 및 일중(우)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그림 IV-4]은 일별 및 30분 단위 일중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자기상관

(autocorrelation) 및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나타낸다. 일별 베이시

스 스프레드의 경우 17일 정도까지 양의 자기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이후 평균 

회귀(mean-reverting)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분 단위 베이시스

는 양의 자기상관을 긴 구간에 걸쳐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200기 이상까지 

양의 자기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부터 일별 및 일중 

베이시스 스프레드 모두 AR(1)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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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프로그램 매매의 상관관계 

  
베이시스 

스프레드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0.144 -0.364 

차익 순매수 금액 -0.138 -0.369 

비차익 순매수 금액 -0.076 -0.162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프로그램 매매와의 상관관계는 [표 IV-1]와 같다. 

프로그램 매매와 베이시스 스프레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감소가 선물에 비해 지수가 과소평가됨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현물을 매입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거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차익거래와 비교했을 때 약하긴 하나, 비차익거래에 있어서도 베이시스 스프

레드와의 거래 금액의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익 순

매수 금액과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0.138이었으나, 베

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0.369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비차익 순매수나 전체 프로그램 순매수의 경우에도 공통적으

로 스프레드의 변화와의 음의 관계가 스프레드 수준과의 관계보다 강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자기상관 및 부분 자기상관 분석에서 베이

시스 스프레드가 AR(1) 모형을 따른다는 점과 이 결과를 종합하여, 투자 주

체와 베이시스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 베이시스 스프레드 값이 아닌 베이

시스 스프레드의 변화를 변수로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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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투자 주체의 일별 거래행태와 차익거래의 연관성 

 

행태 재무(behavioral finance) 분야에서 투자 주체의 시장에 대한 영향

력에 대한 연구들은, 시장 수익률을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투자 주체가 시장 수익률

을 추종하는가 혹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가의 여부 및 주체 별 매매가 시

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

다. Brennan and Cao (1997)는 미국 시장에서 내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에 

비해 정보 우위를 가짐을 밝히고 있으며, Grinblatt and Keloharju (2000)는 

핀란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추종하고 개인들은 반대의 입장

을 취하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개인보다 우월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Seasholes (2000)는 신흥 시장에서 외국인이 우수한 예측력을 바탕으로 내

국인에 비해 우월한 수익을 낸다고 하였으며, Froot et al. (2001) 역시 외국

인의 주가 예측력을 지지하였다. Kamesaka et al. (2003)는 일본 주식 시장

에서 외국인들이 주가지수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Froot and 

Ramadorai (2005) 역시 외국인의 예측력을 지지하였다. 스웨덴 시장에서 외

국인이 선택한 종목이 미래에 수익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Dahlquist and 

Robertsson (2004)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

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momentum 혹은 positive-feedback) 경향이 있으

며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 및 자금 규모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시

장의 움직임을 잘 예측하고 수익을 얻는다고 하였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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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역행하는 매매(contrarian 혹은 negative-feedback) 성향을 지니며 수

익률 측면에서 열등한 반면(Odean, 1988; Barber and Odean, 2000; 

Grinblatt and Keloharju, 2000), 기관 투자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 시장 진입 

시점의 포착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선물 시장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은 현물 시장에서와 동일하게 투자자를 구분하기 보다는 투

자자의 성격을 헷지 거래자(hedger)와 투기 거래자(speculator)로 구분하였

다. Chang (1985)과 Leuthold et al. (1994)는 투기 거래자의 우수함을, 

Hartzmark (1987, 1991)는 헷지 거래자의 예측력을 지지하고 있다. Wang 

(2001, 2003)은 투기 거래자가 우위를 보이지만 예측력을 바탕으로 한 결과

인가는 불분명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자 거래행태에 대해, 

Choe et al. (1999)는 금융 위기 이전에 존재하던 외국인의 추세 추종 매매와 

허딩(herding) 현상이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음을 밝혔다. Ghysels 

and Seon (2005) 역시 금융 위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외국인의 매매가 기관 

투자자의 현물 매도를 유도하여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으나, 이러한 패턴은 금

융 위기가 지난 이후 사라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베이시

스에 초점을 맞추고 각 투자 주체의 매매 행위를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의 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투자 주체가 베이시스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물과 선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

로그램 매매가 가지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영향력의 원인을 투자 주체 행태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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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2006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6년의 기간에 걸친 투자 주체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일별 매수 및 매도 금액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거래소

(KRX)에서 수집하였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는 크게 외국인, 개인, 

기관 투자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국가/지자체 등의 투

자자는 기타로 집계 된다. 투자 주체의 행태와 시장의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종합지수 일별 종가 데이터의 자연로그 차분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현물 및 선물 시장의 수익률을 각각 사용하는 대신, 두 시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와 관

련된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수 및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일별 데이터 역시 한국거래소(KRX)에서 수집하였다. 한국 거래소는 

30초 단위로 투자 주체의 거래 금액 및 거래 수량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여 

제공하는데,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수량 자료의 경우 가격이 상이한 주식들의 

매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래 수량이 아닌 

거래 금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투자자의 거래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순매

수 비율(Net Buy Ratio)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

(   )

t t
t

t t

Buy Amount Sell Amount
NBR Net Buy Ratio

Buy Amount Sell Amount





             (4-3) 

 

분모는 거래일 t 의 투자자 별 총 거래 금액을 분자는 순매수 금액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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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앞서 식 (4-2)

와 같이 일중 5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분석기

간 동안의 투자자 별 순매수비율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일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통계량은 [그림 IV-3] 참조). 

 

[표 IV-2]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 일별 순매수 비율의 기초 통계 

  외국인 현물 개인 현물 기관 현물 

Mean -0.00405  0.00011  0.00865  

Maximum 0.38187  0.14410  0.42773  

Minimum -0.31745  -0.16817  -0.37247  

Std. Dev. 0.11147  0.04537  0.10196  

Skewness 0.16178  -0.15766  0.26194  

Kurtosis 2.91248  3.41307  3.38875  

Jarque-Bera 7.0  16.8  26.5  

Observations 1493 1493 1493 

 
외국인 선물 개인 선물 기관 선물 

Mean 0.00066  -0.00019  -0.00023  

Maximum 0.19393  0.07619  0.05995  

Minimum -0.14841  -0.09117  -0.08581  

Std. Dev. 0.03485  0.01533  0.01539  

Skewness 0.41252  -0.27678  -0.36294  

Kurtosis 5.94476  6.80454  5.58248  

Jarque-Bera 581.8  919.5  447.7  

Observations 1493 1493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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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모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평균적인 순매

수비율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현물 시장에서 

음의 값을, 개인과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최저 값 및 표준 편차로 판단할 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에 비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

는 개인이나 기관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변동폭이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선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을 의미한다. 왜도

(Skewness)의 특성 역시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

는 기관과 개인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좌), 개인(중), 기관(우) 순매수비율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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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5]는 현물 시장에서 각 매매 주체의 순매수비율에 대한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결과이다. 세 투자 집단 모두 양의 자기상관을 가지는 것으

로 보이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양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의 현물 매매가 장기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경향

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IV-6]은 선물 시장에서의 분석 결과이다. 

 

 

[그림 IV-6]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좌), 개인(중), 기관(우) 순매수비율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과 달리 투자 주체의 순매수비율이 양의 자기상관

을 갖지 않으며, 외국인과 개인의 경우 오히려 음의 자기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와 순매도를 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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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번갈아 취하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의 흐름에 따라, 각 투자 주체의 시장 수익률에 대한 매매 패턴

을 분석하여 투자 주체의 추세 추종 여부를 알아본다. 다음 [표 IV-3]은 현

물 및 선물 시장에서 각 투자 주체가 전일 수익률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를 이항분석(binomial test) 및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이다. 

 

[표 IV-3] 전일 수익률에 대한 투자 주체의 거래 성향 

이항분석 현물시장 선물시장 

외국인 
0.624 

(0.00) 

0.466 

(0.00) 

개인 
0.461 

(0.02) 

0.548 

(0.00) 

기관 
0.431 

(0.01) 

0.535 

(0.01) 

상관관계 현물시장 선물시장 

외국인 0.327 -0.126 

개인 -0.135 0.137 

기관 -0.146 0.062 

주) 이항분석 결과의 괄호 안은 이항 분포 확률이다. 

 

이항분석은 분석기간 동안의 거래일 수 대비 전일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거

래한 거래일 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0.5 보다 높은 경우 전일 수익률을 추종, 

낮은 경우 반대로 거래함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경우 현물시장에서는 전일 수

익률을 추종하나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개인 및 기관은 외국인과 반대의 성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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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설계 

 

외국인과 개인, 기관 투자자 모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서로 반대

의 일별 순매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 주체의 거래행

태와 베이시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현물 시

장에서 매수를 취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취함은 매수 차익거래의 성격이

므로, 만일 특정 투자 주체가 이와 같은 거래를 했을 경우의 베이시스의 변화

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투자 주체의 현물 및 선물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력 및 

프로그램 차익거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시계열 자료를 동시에 모형화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였다. VAR 모형은 이론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 관찰되는 시계열 자료의 정보를 최대로 이용하여 현실 경제를 분

석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추정 및 예측이 용이하고 변수 간의 동태적인 관계

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투자 주체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

서의 순매수비율,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 등 총 8가

지 내생변수의 동태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VAR 모형

을 설계하였다. 

 

1

p

t i t i t

i

Y AY U 



                                              

 , , , , , , ,  't t t t t t t tY ForS ForF IndS IndF InsS InsF R Basis Sprea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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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의 변수들은 순서대로 t 일의 외국인, 개인, 기관의 현물 및 선물의 순매수

비율,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를 의미한다. iA 는 내생 

변수들 사이의 시계열 관계를 나타내는 8 8  벡터(vector)이며, tU 는 공분산 

구조를 갖는 잔차 벡터이다.  는 8 1 의 상수에 해당하는 벡터이다. 순매수

비율은 식 (4-2)와 같이 계산하였으며, 베이시스의 경우 1 절의 결과를 바탕

으로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전일 대비 변화 값을 사용하였다. 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시계열은 안정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났

다. VAR 모형의 적정 시차 p 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및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를 활용하여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

차의 상수항을 가지지 않는 VAR 모형이 채택되었다. 

VAR 모형은 이론적 배경에 의한 구조 방정식이라기 보다는 순차형

(sequential) 방정식이기 때문에 계수 추정치를 이용한 해석에는 의미가 없음

이 알려져 있다. VAR 모형의 적합을 활용한 추론 방법 중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은 내생 변수들 중 특정 변수에 일정한 충

격을 가한 다음 모형 내의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의 실증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VAR 적합으로부터 일반화 충격반응함수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얻어내어 변수들 사이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았다. Sims (1980) 등에 의한 기존의 직교화 충격 반응 함수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는 변수들의 배열 순서

(ordering)에 의존적이며 중요한 변수를 누락시켰을 경우 충격 반응 함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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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심각하게 왜곡됨으로써 신뢰성이 현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oop et al. (1996)과 

Pesaran and Shin (1998)에 의해 일반화 충격 반응 함수가 제시되었다. 일반

화 충격 반응 도출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

t i t i t

i

Y AY U



                                                (4-5) 

 

우선, 상수항이 없는 p  시차의 위와 같은 VAR 모형을 가정하자. 변수의 종

류가 m 개인 경우 tY 는 ( 1)m 차원의 내생 변수, iA 는 ( )m m 차원의 계수 

행렬, tU 는 ( 1)m 차원의 잔차 벡터(innovations)를 의미한다. ( ) 0tE U  이

고 tU 의 분산/공분산 행렬 ( ')t tE U U  이며, 서로 다른 시점의 충격 벡터에 

대해 ( ') 0t sE U U  가 성립한다. 발드(Wold) 정리에 의하여 위 모형을 다음과 

같이 무한차수의 벡터 이동 평균(Vector Moving Average)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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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tU 의 분산/공분산 행렬  를 'PP  로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의 VAR 모형을 다시 아래와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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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표현할 수 있다. 

 

1

0

 = ( )( )t i t i

i

Y A P P U








                                           (4-7) 

 

이때 기존의 직교화 충격 반응 함수(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  0,1,2,o

j n jn P n                                      (4-8) 

 

j 는 j 번째 요소에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요소에는 0의 값을 가지는 

( 1)m 차원의 벡터이다. 

이와 달리, 1t   시점까지의 정보집합 1t 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Koop et al. (1996)이 정의한 일반화 충격 반응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전체 시

스템 내의 j번째 요소의 충격 j 의 n기간 후의 영향을 나타낸다. 

 

1 1 1( ,  ,  ) ( | , ) ( | )j t t n jt j t t n tGIRF n E Y U E Y                      (4-9) 

 

tU 의 정규 분포 가정하에서, Koop et al. (1996)에 의하면 

1 1

1 2( | ) ( , , , ) 't jt j j j mj jj j j jj jE U U              의 관계가 성립한다. j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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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요소의 충격이 n기 이후에 미치는 일반화 충격 반응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0,1,2,
n j j

unscaled

j j j j

GIRF n
 

 

 
                        (4-10) 

 

충격의 크기를 1 표준편차 즉, j j j  로 놓을 경우, 일반화 충격 반응 함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2 ,  0,1,2,j j n jGIRF n                                  (4-11) 

 

3.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VAR 모형의 적합을 통해 얻어진 일반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들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IV-7]은 시장의 수익률과 각 투자 주체

의 순매수비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위의 두 그래프로부터, 외국인의 현

물과 선물 순매수비율 모두에 대해 시장의 수익률은 동시적으로(시차 1) 양

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모두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주체의 순매수비율에 대해 시

장 수익률은 당일에만 그 반응이 유효했다. 반면 아래의 두 그래프로부터, 시

장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음날(시차 2)에도 모두 유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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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현물 시장에서는 전일 수익률을 추종하나 선물 시장에서는 반

대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이와 반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IV-3]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그래프에서 외국인의 선물과 기관의 현

물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 및 반응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시장 수익

률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시장 수익률의 충격에 대한 각 투자자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7] 일별 수익률과 투자자 순매수비율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IV-8]은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 주체의 순매수비율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두 시장에서의 관계를 비교하면, 현물 시장에

서는 각 투자 주체가 자신의 거래 방향성을 3일 이상(시차 3) 유지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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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방향성이 반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그림 IV-5]와 [그림 IV-6]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의 결과를 확인해

주며, 선물 시장에서는 각 투자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누적하기 보다는 일별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현물과 선물 시장 사이의 교차 관계에서는, 

개인이나 외국인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가 당일 현물과 선물에 있어 반대의 포

지션을 취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위험 관리의 성향에 있어 기관이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되며 보다 보수적인 성격임을 의미한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현물 시장

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

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

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8] 일별 투자자 순매수비율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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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

서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왼쪽 위 그래프 및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동일 시장 내에서는 참여자들이 매수와 매도로 맞물려 있으므로 당일 포지션

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왼쪽 아래의 그래프에서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에 대해 

내국인은 공통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오른쪽 위 

그래프에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대해 개인과는 달리 기관의 현물 포지션

이 강한 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개인, 기관)의 현

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

의 선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9] 일별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107 

앞서 [그림 IV-7]에서도 외국인의 선물과 기관의 현물 거래 성향이 수익률

에 대한 영향 및 반응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상

의 결과로부터 기관의 경우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반대의 거래 방향성을 가지

며, 외국인의 선물 거래로 인해 기관의 현물 거래가 유효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시스와 각 투자 주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하여 각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 IV-10]은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과 베이시

스 스프레드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베이시스 변화에 대한 각 투자 주체의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10] 일별 순매수비율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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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선물 시장의 순매수가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인 스프레드의 정의를 감안하면, 이러한 

관계는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큼을 의미한

다. 개인과 기관의 선물 매수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도적인 거래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며 가격

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을 나타낸다.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의 크기(약 -0.008)에 비해, 외국인의 순매수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의 크기(약 -0.1)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

인이 베이시스 변화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물을 

매도할 경우 선물의 현물 대비 상대적인 저평가 상황이 발생하여 베이시스 스

프레드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베이시스 스프

레드의 변화와 상호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 시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이를 이

용하기 위한 기관의 매도 차익거래(reverse cash-and-carry)가 유입되는 

관계가 성립한다. Ghysels and Seon (2005)은, 외국인과 기관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1997년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폭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금융 위기 이후의 시장에서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하

지만, 외국인과 기관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촉발되는 기관의 매도 차익거래가 최근의 시장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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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투자 주체의 일중 거래행태와 차익거래의 연관성 

 

1. 분석 자료 및 기초 통계 

 

코스피 현물 및 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일중 투자자 별 거래행태와 시장의 

움직임 및 베이시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별 분석과 동일한 2006

년 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6년의 기간에 걸친 투자 주체의 분 단위 매수, 

매도 금액에 관한 데이터를 블래쉬넷(Blashnet)에서 수집하였다. 블래쉬넷

(Blashnet)은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의 매매에 관해 30초 단위

로 금액 및 수량 데이터를 한국거래소(KRX)에서 받아 제공하고 있다. 투자 

주체의 거래행태와 시장의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종합주가지수의 

30분 단위 종가 데이터의 자연로그 차분으로서 시장의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현물 및 선물 시장의 수익률을 각각 사용하는 대신, 일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시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30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변수로 추가함으

로써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수 

및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된 분 단위 데이터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수

집하였다. 투자자의 거래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일중 30분 단위 순매수 

비율(Net Buy Ratio)을 일별 분석의 식 (4-3)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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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분모는 30분 단위 구간 t  동안의 투자자 별 총 거래 금액을, 분자는 순매수 

금액을 의미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순매수 비율은 Grinblatt 

and Keloharju (2000)가 사용한 ‘매수 비율(buy ratio)’이나 Griffin et al. 

(2003)의 ‘매수-매도 불균형(buy-sell imbalance)’과 유사한 형태로서, 투

자자의 방향성(매수 혹은 매도) 및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동시에 감안하는 지

표이므로 단순히 순매수 금액이나 총 거래 금액에 비해 투자자의 거래 성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일중 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앞서 식 (4-2)와 같이 30

분 단위 구간 내의 5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 , ,

1

1
(30min.) exp( )

n

i t i t i t t

i

BS S F r
n




                             (4-13) 

 

n은 30분 단위 구간 내의 5분 구간의 수를 의미하며, ,i tS  및 ,i tF 는 5분 단

위 코스피200 지수 및 지수 선물의 시장가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30분 

단위 구간 내에는 6개의 5분 구간이 존재하나, 오후 2시30분에서 동시호가의 

접수가 시작되는 2시50분 사이에는 4개의 구간만이 존재하므로 마지막 구간

은 4개의 스프레드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2시50분에서 지수의 종가가 발표되

는 3시까지의 경우, 지수는 변화하지 않지만 지수 선물은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므로 이에 따른 베이시스의 변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r 는 무위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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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서 CD-91(Certificate of Deposit-91)을 사용하였으며,  는 연 단위 

잔존 만기를 나타낸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수집하였다. 베

이시스 스프레드에 맞춰 일중 30분 단위 투자자 별 순매수비율 및 수익률의 

계산에 있어서 2시50분 이후의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분석기간 동안의 투자자 별 30분 단위 순매수비율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과 같다(일중 30분 단위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통계량은 [그림 IV-2] 참조). 

 

[표 IV-4] 30분 단위 투자자 주체 순매수 비율 기초 통계 

  외국인 현물 개인 현물 기관 현물 

Mean -0.0199 0.0095 -0.0057 

Maximum 0.5500 0.2441 0.7522 

Minimum -0.5163 -0.2070 -0.6819 

Std. Dev. 0.1411 0.0526 0.1437 

Skewness 0.0855 0.0842 0.1092 

Kurtosis 2.8945 3.7842 3.8305 

 
외국인 선물 개인 선물 기관 선물 

Mean -0.0013 -0.0044 0.0047 

Maximum 0.3026 0.1621 0.2513 

Minimum -0.3073 -0.2287 -0.2388 

Std. Dev. 0.0499 0.0293 0.0253 

Skewness 0.2078 -0.1837 0.0694 

Kurtosis 5.7399 6.2613 6.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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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 동안 총 30분 구간의 수는 17855개였으며, 개인은 현물 시장에서,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30분 단위 평균 순매수 비율이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은 30분 단위 평균 순매수 비율이 두 시장에서 모두 음으로 나타

났다. 최고/최저 값 및 표준 편차로 판단할 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의 경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경우가 순매수 비율의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Skewness)의 통계로부터,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다

른 투자 주체와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현물 시장의 일중 30분 단위 외국인(좌), 개인(중), 기관(우) 

순매수비율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그림 IV-11]은 현물 시장에서 일중 30분 단위 각 매매 주체의 순매수비율

에 대한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결과이다. 세 투자 집단 모두 일별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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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양의 자기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양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분상관의 경우 13차의 

값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루 30분 단위 구간의 수가 

12개임을 감안하면, 매일 동일 구간의 순매수 비율에 규칙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즉, 시간대별로 각 투자자의 현물 거래 성향에 반복적인 특징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31. 다음 [그림 IV-12]는 선물 시장에서의 분석 결과이다. 

 

 

  [그림 IV-12] 선물 시장의 외국인(좌), 개인(중), 기관(우) 순매수비율의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31

 Andersen and Bollerslev(1997, 1998) 및 Wu, Li, and Zhang(2005)은 시계

열변수가 지속적인 잠재 정보(persistently latent information), 일중 주기성(intrad

aily periodicity), 특유한 에러값(idiosyncratic errors)으로 구성될 경우, 퓨리에 변

환(the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olatility)과 백색

 잡음(white noise)으로부터 일중 주기성을 분리해낼 수 있음을 밝혔다. Yang, Song,

 and Oh(2008)는 동일한 방법론을 투자자의 순매수 비율 및 시장의 변동성에 적용

하여, 한국 시장의 지수 수익률 및 투자자의 거래 패턴에 매일 반복되는 주기적인 성

질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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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패턴과는 달리, 일중 30분 단위 분석에서 각 투자 주체의 선물 시장에서

의 순매수 비율은 대체로 약 10차까지 양의 자기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일별로는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갈아 

취하여 포지션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일 거래일 내에서는 일정한 방향

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별 주기성을 의미하는 13차의 양의 관계는 현

물 시장에서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 분석(binomial test)를 통해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각 투자 주체가 

직전 30분 수익률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IV-

5]와 같다. 일중 관계만을 알아보기 위해, 첫 30분 동안의 투자 주체의 거래

는 전일 마지막 30분을 참조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외하였다. 

 

[표 IV-5] 이전 30분 수익률에 대한 투자 주체의 거래 성향 

이항분석 현물시장 선물시장 

외국인 
0.492 

(0.01) 

0.501 

(0.00) 

개인 
0.440 

(0.00) 

0.495 

(0.02) 

기관 
0.519 

(0.00) 

0.432 

(0.00) 

주) 이항분석 결과의 괄호 안은 이항 분포 확률이다. 

 

이항분석은 총 분석 대상 30분 구간 개수 대비 이전 30분의 수익률과 같은 

방향으로 거래한 구간의 비율을 나타내며, 0.5 보다 높은 경우 이전 30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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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을 추종, 낮은 경우 반대로 거래함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경우 현물 시장

에서는 이전 30분 수익률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나,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추세를 추종하나 선물 시장에서는 

이전 30분 수익률에 반대되는 성향을 보인다. 개인의 경우는 두 시장에서 모

두 30분 추세에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냈다. [표 IV-3]의 일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일별 거래 성향과 일중 거래 성향이 확연히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투자자의 경우 선물 시장에서 일별 거래 성향과 

일중 거래 성향이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투자 주체와 

시장의 영향 관계가 일중에도 유효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일중 30분 단

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설계 

 

일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30분 단위의 투자 주체의 현물 및 선물 시

장에서의 순매수 비율 변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 

등 총 8가지 내생변수의 동태적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VAR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및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a)를 바탕으로 상수항이 없는 1차의 VAR 모형을 선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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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3,   ,  t t tY AY U t n                                       

 , , , , , , ,  't t t t t t t tY ForS ForF IndS IndF InsS InsF R Basis Spread      (4-14) 

 

tY 의 변수들은 순서대로 30분 단위 구간 t 의 외국인, 개인, 기관의 현물 및 

선물의 순매수비율, 30분 단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

를 의미한다. 변수들간의 일중 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일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 값을 변수로 

사용하므로, 첫 두 구간의 변수들은 일중 세번째 구간에 대한 지연 자료(lag 

data)로만 사용되었다. 1A 는 내생 변수들 사이의 시계열 관계를 나타내는 

8 8  벡터(vector)이며, tU 는 공분산 구조를 갖는 잔차 벡터이다. 순매수비

율은 식 (4-5)와 같이 계산하였다. Phillips-Perron 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시계열은 안정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계한 VAR 

모형은 Chan et al. (2002) 32의 연구를 바탕으로 OLS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

으며, 이로부터 일반화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여 변수들 사이의 일중 상호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2

 Chan et al. (2002)은 6개의 종속 변수를 가진 VAR 모형을 이용하여 현물 및 

옵션 거래량의 정보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종속 변수들이 표준화되었으며 지

연 값(lagged value)들에 대한 의존성이 모형의 우측항(righ-hand side)에 존재한

다는 점 때문에, 오차(disturbance)들이 등분산성(homoscedastic)을 가져야 하며 시

계열적으로 비상관(uncorrelated)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6개의

 회귀식을 OLS 방법으로 추정하여 VAR 모델을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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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VAR 모형의 적합을 통해 얻어진 일반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변수

들간의 일중 30분 단위 상호 관계를 살펴보자.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시장 수익

률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시장 수익률의 충격에 대한 각 투자자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13] 30분 수익률과 투자자 순매수 비율 간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IV-13]은 30분 단위의 시장의 수익률과 각 투자 주체의 순매수비

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투자 주체의 순

매수비율에 대해 시장 수익률은 해당 시차에만 그 반응이 유효했다.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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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시장에서,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시장의 수익률과 동시적으로(시차 1)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두 그래프로부터, 기관의 

경우 일중 현물 시장에서는 추세를 추종하는 모멘텀(momentum) 거래의 성

격을, 선물 시장에서는 역추세 거래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별 관계와 마찬가지로 위와 아래 그래프에서 각각 외국인의 선물과 기

관의 현물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 및 반응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현물 시장

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

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

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14] 일중 투자자 순매수비율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119 

[그림 IV-14]는 일중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 주체의 순매수

비율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각 투자 주체

는 일중 자신의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물과 

선물 시장 사이의 교차 관계에서는, 특히 기관 투자자가 당일 현물과 선물에 

있어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별 분석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이는 위험 관리의 성향에 있어 기관이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투

자자들과 구별됨을 의미한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개인, 기관)의 현

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

의 선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15] 일중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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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

서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왼쪽 위 그래프 및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동일 시장 내에서는 참여자들이 매수와 매도로 맞물려 있으므로 일중 순매수 

비율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다.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주로 외국인의 반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오른쪽 위 그래프의 결과에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대해 개인과는 달리 기관의 현물 포지션이 뚜렷한 양

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일별 분석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로부터 

외국인의 선물 거래와 동일한 방향으로 기관의 현물 거래가 발생하며 이러한 

관계가 일중 유지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일별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중 분석에서도 외국인의 선

물 거래와 기관의 현물 거래의 방향성이 일치하며, 기관의 경우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반대의 거래 방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IV-16]은

각 투자자의 일중 순매수비율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낸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증가와, 선물 시장에서는 스프레드의 감소와 동시적으로 관련됨을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스프레드의 정의를 감안하면,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일중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개인과 기관의 선

물 매수는 스프레드를 오히려 증가시키므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도적

인 거래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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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베이시스 변화에 대한 각 투자 주체의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IV-16] 일중 순매수비율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의 충격반응함수 

 

한편, [그림 IV-16]의 아래 그래프에서 외국인은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증가 

시 현물에서는 매수,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의 방향성을 일중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수 차익거래와 같은 성격의 거래이나, 이론적으로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감소하여야 매수 차익거래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므로 외국인이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기관의 경우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에 대해 외국인과 정확

히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은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를 이용하여 차익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관 투자자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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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매도 거래를 수행할 경우 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확대시키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관의 매도 차익거래(reverse cash-and-carry)가 유입되는 

시나리오(scenario)가 성립한다. 일중 외국인, 개인, 기관의 거래행태는 일별 

행태와 구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베이시스 스프레

드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 양상은 일별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Ghysels and Seon (2005)에 의해 금융 위기 당시 시

장의 폭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 받았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차익거래 유입이라는 관계가 일중 거래에서도 여

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 별 거래행태와 베이시스의 연

관 관계를 일별 및 일중 30분 단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외국인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일별 및 일중 모두 선물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시장의 등락을 좌우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관의 경우에는 일별 및 일중 모두 현물 시장에서 가

격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나, 선물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과 관련된 이들의 현물 거래행태는 외국인의 선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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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행태에 영향을 받는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시스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베이시스의 확대, 선물 매수는 베이시스의 축소를 

가져왔는데 이는 외국인의 가격 영향력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 차익거래를 

이용할 경우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감소 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야 

하나, 외국인의 경우 이와 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인은 가격에 대

한 영향력을 통해 차익거래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나 차익거래를 이용

하는 주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6] 분석 결과 요약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가격에 대한 영향력 현물(일별) 및 선물시장 현물시장 

베이시스에 대한 영향력 유효한 영향력 영향력 없음 

차익거래 주도 여부 차익거래와 반대 성격 차익거래를 적극 이용 

상호 관계 
기관의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는 뚜렷한 반대 방향성 

기관의 현물 거래가 외국인 선물 거래를 추종하는 성격 

 

반면, 기관의 경우 베이시스의 증감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에 대해 외국인과 정반대 즉, 차익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일별 및 

일중 모두 뚜렷하게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선

물 거래에 대해 의존적인 차익거래를 수행하는 주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III 장의 실증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매매 중 차익거래가 일별 및 

일중 변동성의 증가에 대해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이러한 관계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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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과 맞물릴 경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자 

주체와 관련된 IV 장의 연구 결과는, 차익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기관 투자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의 차익거래가 외국인의 

선물 거래에 의존적이라는 결과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가의 근본

적인 원인이 외국인의 선물 거래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량의 선물을 매도할 경우, 이는 기관의 매도 차익거래로 

직결됨으로 인해 현물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

램 매매에 의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의 사이드카(Side Car) 

제도와 더불어, 외국인의 선물 거래로 인한 시장 충격 효과의 완화를 위한 제

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특정 투자 주체의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의 설정은 해당 투자자의 거래 위축으로 인한 시장 이탈을 불러 일으키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제한의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프로그램 차익거래의 유발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선물의 투기 

거래는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시장에 부정적인 정보가 도착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정보의 우위에 있는 주체가 미리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

면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

하는 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된다. 차익거래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주체

의 매도 차익거래가 유발될 경우, 이는 전체 시장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

고 이 때 매도했던 선물을 청산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관련 선물 거래는, 현물을 매수 혹은 매도하고자 할 때 유리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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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결시키기 위한 목적의 거래이다. 만일 주식을 매수해야 할 경우, 미리 

대량의 주식 선물 등을 매도하여 매도 차익거래를 유발시킨다면, 낮아진 가격

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투기

적 선물 거래의 진입이 시장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해치지 않고 참가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한 심

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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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제도의 개편과 구조적 변화 

 

2010년을 기점으로 공모펀드의 주식 거래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철

폐되면서 기존에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투신의 거래 비중

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지자체로 분류되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한 차익거래 행위는 과거 차익거

래 시장의 가장 큰 거래 주체였던 투신의 매매 행태와 비교했을 때, 철저히 

베이시스(basis) 변화에 의존적인 단기적인 거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로 인

해 시장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시점에서 국가/지자체의 차

익거래 대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차익거래가 현물과 선

물간의 가격 괴리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지

자체의 거래가 오히려 높은 변동성 하에서 시장의 붕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

다는 긍정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개편된 과세 제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변경이 시장

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 혹은 변동성을 오히려 증가시켰는가의 여부를 판단

하여 정책 변경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또, 제도의 개편 이후 차익거래 시

장의 주도적인 거래 주체로 등장한 국가/지자체의 거래행태를 이전의 기관 투

자자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투자자 집단 및 베이시스와의 상호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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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이들에 의한 차익거래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논한다. 이를 통해 과

세 제도의 변경이 가지는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의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 1 절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의 구조적 변화 

 

1. 일별 영향력의 구조적 변화 

 

2004년에서 2011년까지의 분석 기간 중 2010년과 2011년에 걸친 2년

간의 기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매매와 시장의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제도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기간의 비교를 위하

여 III장의 [모형 1]과 [모형 2]에 기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추가하여 구조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 하였다. 설

계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1] 프로그램 매매가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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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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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1] 프로그램 매매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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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D는 기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이며 2010년 이전에서는 0, 

이후 기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다. [모형 1-1]과 [모형 2-1]의 5 ~ 8 , 

5 ~ 8  값의 추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으로부터, 2010년을 기점으로 변동성 및 

수익률과 프로그램 매매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검증

하고자 한다. 

[표 V-1]은 [모형 1-1]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

련된 변수의 조합은 앞서의 [표 III-3]과 같다. 우선, 1 ~ 4  추정의 결과는 

[표 III-5]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모수의 추정

치를 살펴보면, 1~ 2j  의 경우 5  값이 1%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0년 이후의 변경된 환경하에서 프로

그램 매매의 증가가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감소하였음을 의

미한다. 3 ~ 4j  의 5  및 6 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나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는 점에서 2010년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매

수 및 매도 모두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5 ~ 8j  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변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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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코스피200 일별 변동성과 프로그램 매매: 구조적 변화 

 
j=1 j=2 j=3 j=4 j=5 j=6 j=7 j=8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664*** -1.038*** -0.624*** -1.038*** -1.211*** -1.77*** -1.189*** -1.751*** 

  0.138
***

 0.122
***

 0.137
***

 0.124
***

 0.078
***

 0.036  0.075
***

 0.029  

  -0.154
***

 -0.197
***

 -0.146
***

 -0.193
***

 -0.21
***

 -0.233
***

 -0.195
***

 -0.222
***

 

  0.94*** 0.902*** 0.945*** 0.903*** 0.882*** 0.83*** 0.884*** 0.832*** 

1  0.005*** 0.413*** -0.003  0.105  0.062*** 3.07*** 0.038*** 1.95*** 

2  
  

0.014*** 0.746*** -0.01*** 0.25*** 0.084*** 4.14*** 

3  
      

0.007  0.859* 

4  
      

-0.028** -0.365  

5  -0.003*** -0.189*** -0.001  -0.29  -0.004  0.68  0.002  0.916  

6  
  

-0.006  -0.089  -0.001  -0.305  -0.02  0.144  

7  
      

0.001  -0.471  

8  
      

0.001  -0.075  

Log-L 5771.8 5783.1 5774.1 5784.6 5803.2 5823.5 5807.0 5826.7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8~  의 단위는 -10
5
이다. 

 

아래의 [표 V-2]는 [모형 2-1]을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1 ~ 4  추정의 결과는 

[표 III-7]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j  의 경우 5  값이 1%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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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램 수량이 수익률의 감소와 관련됨은 2010년 이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3 ~ 4j  의 5 와 6 의 추정치는 1% 수준에서 각

각 유의한 음과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 매수의 수익률 증가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 매도의 수익률 감소 효과 역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5 ~ 6j  에서 6 과 달리 5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

였는데, 이는 차익거래가 수익률의 감소와 연관됨을 의미한다.  

 

[표 V-2] 코스피200 일별 수익률과 프로그램 매매: 구조적 변화 

 
j=1 j=2 j=3 j=4 j=5 j=6 j=7 j=8 

  0.002*** 0.001* 0.002*** 0.001 0.001 0.001 0.000 0.000 

  -2.111*** -0.452*** -3.637*** -0.429*** -0.447*** -0.452*** -0.472*** -0.446*** 

  0.055*** 0.149*** 0.050** 0.207*** 0.151*** 0.151*** 0.206*** 0.213*** 

  0.015* -0.137*** 0.014 -0.084*** -0.141*** -0.142*** -0.109*** -0.094*** 

  0.758*** 0.961*** 0.581*** 0.969*** 0.962*** 0.961*** 0.964*** 0.968*** 

1  -0.002*** 0.006 0.018*** 0.99*** 0.000 0.042 0.024*** 1.141*** 

2  
  

-0.024*** -1.04*** 0.001 0.017 -0.027*** -1.190*** 

3  
      

0.012*** 0.710*** 

4  
      

-0.012
***

 -0.693
***

 

5  0.000 -0.045
***

 -0.008
***

 -0.378
***

 -0.009
***

 -0.561
***

 -0.01
**
 -0.242 

6  
  

0.010*** 0.355*** 0.001 0.071 0.009** 0.182 

7  
      

-0.011*** -0.524*** 

8  
      

0.01
***

 0.504
***

 

Log-L 5485.1 5762.9 5570.4 5939.4 5771.7 5770.6 5917.8 5952.1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8~  의 단위는 -10
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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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j  의 경우, 5 ~ 8 의 추정치로부터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의 

수익률 증가에 대한 영향력 및 매도의 수익률 감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차익거래의 경우 모두 1%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2010년 이후 공모펀드 비과세 규정의 철폐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가 일별 변동성 증가에 미치

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와 수익률의 상

승, 프로그램 매도와 수익률의 하락 사이의 관계가 약해졌다. 결국 제도의 변

화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의 안정화

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일중 영향력의 구조적 변화 

 

일별 분석과 유사한 형태로, 30분 단위의 일중 분석의 대상 기간인 2006

년에서 2011년까지의 분석 기간을 2010년을 기점으로 둘로 구분한다. [모형 

3]과 [모형 4]에 기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추가하여 구

조적 변화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수정된 일중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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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1] 프로그램 매매가 일중 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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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모형 4-1] 프로그램 매매가 일중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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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usD 는 일중 첫 30분 구간에 대해 미국 수익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

수(dummy variable)이며, D는 기간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로서 2010년 이전

에서는 0, 이후 기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다. [모형 3-1]과 [모형 4-1]의 

5 ~ 8 , 5 ~ 8  값의 추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으로부터, 2010년을 기점으로 

30분 단위 변동성 및 수익률과 프로그램 매매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인 변화

가 발생하였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133 

[표 V-3] 코스피200의 30분 변동성과 프로그램 매매: 구조적 변화 

 
j=1 j=3 j=5 j=7 

  0.000 0.000 0.000
**
 0.000

**
 

  0.594*** 0.596*** 0.592*** 0.587*** 

  -5.924
***

 -5.962
***

 -9.047
***

 -8.901
***

 

  0.303*** 0.304*** 0.241*** 0.237*** 

  -0.074
***

 -0.071
***

 -0.054
***

 -0.057
***

 

  0.564*** 0.561*** 0.311*** 0.321*** 

1  0.834*** 0.792*** 2.480*** 2.221*** 

2  
 

0.890
***

 0.402
***

 2.713
***

 

3  
   

0.656*** 

4  
   

0.040* 

5  -0.359*** -0.356*** -0.747*** -0.790*** 

6  
 

-0.369*** -0.193*** -0.688*** 

7  
   

-0.094* 

8  
   

-0.282*** 

Log-L 83406.2 83409.5 83828.3 83870.4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8~  의 단위는 -10
5
이다. 

 

[표 V-3]은 [모형 3-1]을 통해 30분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의 영향에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1 ~ 4  추정

의 결과는 매도 비차익거래의 경우( 7j  의 4 )를 제외하고 [표 III-1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1j  의 경우 일별 분석에서와 

같이 5  값이 1%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 일별뿐만 아니라 30분 단위의 단기 변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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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3j  의 5  

및 6  역시 모두 음의 값을 보였으므로, 프로그램 매수 및 매도의 단기적 변

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j  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공통적으로 제도의 변화 이후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j  의 결과로부터 차익

거래와 비차익거래의 매수 및 매도 모두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4]는 [모형 4-1]을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30분 단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1 ~ 4  추정의 결

과는 [표 III-11]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1j  의 경우 1  값이 1%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구조적 변

화를 의미하는 5 의 추정치가 음으로 나타났으며 절대값 또한 1 보다 큰 것

으로 미루어, 2010년을 기점으로 프로그램 매매 금액의 증가가 수익률의 하

락과 밀접히 관련됨을 의미한다. EGARCH 모형의 분석 결과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가 존재하고 2010년 이후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변동성 증

가 영향이 감소하였음을 종합하면, 수익률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

황에서 프로그램 매매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변동성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

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j  의 5 와 6 의 추정치 역시 이와 같은 추

정을 뒷받침해주는데, 프로그램 매수의 경우 수익률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이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 매도의 수익률 감소 효과 역시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5j  의 5 와 6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차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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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수익률의 하락과의 연관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7j  의 5 ~ 8 의 추정치로부터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의 수익률 

증가에 대한 영향력 및 매도의 수익률 감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4] 코스피200 30분 수익률과 프로그램 매매: 구조적 변화 

 
j=1 j=3 j=5 j=7 

  0.000 0.000 0.000* 0.000 

  0.573*** 0.625*** 0.573*** 0.626*** 

  -0.082*** -0.085*** -0.075*** -0.085*** 

  0.053*** 0.068*** 0.051*** 0.068*** 

  -0.045*** -0.030*** -0.046*** -0.029*** 

  0.996*** 0.997*** 0.997*** 0.967*** 

1  0.042*** 2.661*** -0.322*** 2.762*** 

2  
 

-2.860*** 0.295*** -2.990*** 

3  
   

2.412*** 

4  
   

-2.530*** 

5  -0.143*** -1.173*** -0.352*** -1.801*** 

6  
 

1.262*** -0.093*** 0.940*** 

7  
   

-0.641
***

 

8  
   

0.929
***

 

Log-L 82970.0 83794.4 83033.6 83796.4 

주) ***, **, *는 각각 추정된 모수가 1%, 5%, 10%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모수인 1 8~  의 단위는 -10
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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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분석에서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2010년 이후 공모펀드 비과세 규

정의 철폐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30분 단위의 단기적인 분석에서 보다 명확

하게 나타났다. 일별 분석의 결과와 같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규모의 변동성 

증가 효과가 감소하였으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와 수익률의 상

승, 프로그램 매도와 수익률의 하락 사이의 관계가 약해졌다. 결국 제도의 변

화는 프로그램 매매가 가지는 시장에 대한 일별 및 일중 단기적 영향력을 감

소시킴으로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국가/지자체의 거래행태 및 프로그램 매매와의 관계 

 

2010년의 세제의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 환경의 변화는 프로그램

매매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화에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적인 주체로 

떠오른 국가/지자체의 다른 투자자와 구별되는 거래행태에 기인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최근 2년에 걸쳐 각 투자 주체의 순매

수 비율과 시장의 수익률 및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 사이의 관계에 구조적

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매매 특히, 베이시스 스

프레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

하게 된 국가/지자체의 순매수 비율의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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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앞서, 국가/지자체의 거래 성향 및 일별 수익

률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V-5] 투자 주체의 일별 순매수 비율과 전일 수익률의 상관관계 

 
개인현물 기관현물 국가현물 

외국인 

선물 
개인선물 기관선물 국가선물 

전일 

수익률 

외국인현물 -0.649 -0.381 0.010 0.138 0.050 -0.324 -0.055 0.136 

개인현물 - -0.292 -0.410 -0.453 0.061 0.606 0.366 -0.007 

기관현물 
 

- 0.109 0.192 -0.089 -0.226 -0.038 -0.201 

국가현물 
  

- 0.470 -0.086 -0.367 -0.839 0.095 

외국인선물 
   

- -0.670 -0.729 -0.512 -0.021 

개인선물 
    

- 0.151 0.119 0.018 

기관선물 
     

- 0.384 0.022 

국가선물 
      

- -0.085 

 

[표 V-5]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경우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는 개인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주로 반대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과 선물의 두 시장 사이에서, 국가/지자체는 -0.839라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로부터 국가/지자체는 대부분의 거래일에 있어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감을 알 수 있다. 두 시장에서 국가/지자체

는 기관 투자자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전일 수익률에 대해 현물

과 선물 시장에서 각각 양,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반대인 기관 투

자자의 성향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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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국가/지자체의 순매수 비율(현물(좌) 및 선물(우))에 대한    

자기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그림 V-1]의 분석에서 국가/지자체는 여타 투자 주체와 달리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유의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지자체의 거래 

방향성이 최대 1거래일 미만의 초단기적인 성격임을 의미한다. 

VAR 모형의 추정 및 충격반응함수의 도출을 통해 국가/지자체와 외국인, 

개인, 기관 투자자 및 프로그램 거래와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기로 한다. 식 

(4-4)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비율 변

수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변수에 대한 VAR 모형을 설계하였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추정된 VAR 모형을 통해 얻어진 일별 충격반응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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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시장 수익

률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시장 수익률의 충격에 대한 각 투자자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V-2] 일별 수익률과 투자자 순매수비율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V-2]에서 우선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거래

로 인한 수익률의 변화는 현물 시장에서 개인과,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의 선물 매매는 다음 거래일(차수 2) 

수익률의 하락, 현물 매매는 상승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2006년부터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2010년 이후의 2년 동안 투자 주체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이 

다음 거래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에

서 국가/지자체의 순매수 비율이 다른 투자 주체들에 비해 수익률의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완전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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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전일 수익률(차수 2)을 추종하며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현물 시장

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순

매수비율의 충격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

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V-3] 일별 투자자 순매수비율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V-3]은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각 투자 주체의 순매수비율 사

이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충격반응함수의 값이 다른 

주체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별 거래 방향성이 다른 주체에 

비해 명확하게 구분됨을 의미한다. 다른 투자 주체와는 달리 국가/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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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시장에서도 다음 거래일의 포지션이 음의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의 방향성이 2일 이상 유지되지 않고 당일에 한정되는 단기적인 

성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물과 선물 시장 사이의 교차 관계에서 있어서

도, 국가/지자체는 동일 거래일의 두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거래 포지

션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국가/지자체의 거래가 현물과 선물 

사이의 반대 매매 즉, 차익거래의 형태이며, 거래의 주기가 매우 단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 위의 두 그래프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개인, 기관)의 현

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는 외국인의 현물(좌) 및 선물(우) 순매수비율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

의 선물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V-4] 일별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 사이의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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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국가/지자체의 현물 거래는 외국인의 

현물 및 선물과 양의 관계를 가지나, 선물의 경우 외국인의 거래와 음의 관계

를 나타낸다. 앞서 기관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의 그래프에서 외국

인의 현물 포지션에 대해 내국인은 공통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오른쪽 위 그래프에서 특히 국가/지자체가 외국인의 선물 포

지션에 대해 큰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의 선물 거래와 국가/지자체의 현물 거래 사이의 높은 연관성을 확인시켜준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나 국가/지자체에 

비해 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국가/지자체의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는 철저

히 단기적인 차익거래의 형태이며, 이들의 선물 거래는 이전의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현물 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베이시스와 각 투자 주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지자체의 프

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거래 특성을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V-

5]은 각 투자자의 순매수비율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

낸다. 오른쪽 위의 그래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만 선물 시장의 순매

수가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큼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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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의 두 그래프는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순매수비율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의 반응을 나타낸다. 아래 두 그래프는 베이시스 변화에 대한 각 투자 주체의 현물(좌) 및 선물(우) 

시장에서의 반응을 나타낸다. 범례 안의 괄호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차수를 의미한다. 

[그림 V-5] 투자자의 일별 순매수비율과 베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국가/지자체는 다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증가와 관련되

므로, 이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도적인 거래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2010년 이후에도 베

이시스 스프레드 변화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비해, 외

국인의 순매수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의 크기(오른쪽 위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므로, 외국인이 베이시스 변화에 대해 주도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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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물의 상대적인 저평가로 인해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기관과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한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상호 영향관계의 크기는 기관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보인다. 현물 시

장에서는 이들의 거래가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변화와 상호 음의 관계를 가지

는데, 이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함

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2010년 이후의 국가/지자체의 거래 행위는 이전의 기

관의 거래행태와 유사하지만 더욱 단기적인 차익거래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국가/지자체의 매도 차익거래(reverse cash-and-

carry) 유발로 직결된다고 보인다. 앞서, 2010년 이후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

로 인한 프로그램 거래 주체의 변화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의 선물 거래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매도 차

익거래 유입의 관계로부터 금융 위기 등의 상황에서 시장 수익률의 급격한 하

락이 초래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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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I 장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KOSPI)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시

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및 투자 주체의 거래 행위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

악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둘러싼 각 투자 주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알아봄

으로써, 코스피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 

2010년 이후 개편된 과세 제도와 이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 주체의 변화에 의

해, 코스피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

를 검토하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금융 시장에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각종 매체와 시장 참

여자들로부터 급격한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바 있다. 따라서, 금

융 위기를 포함한 충분한 기간에 대해 프로그램 매매가 과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하는가의 여부를 분석하고 각 투자자 집단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을 통합

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그 결과가 추후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와 연관

된 거래 환경이나 규제의 수정, 과세 제도의 변경 등을 담당하는 정책 관련자

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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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논문의 요약 

 

코스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체 코스피 시장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졌던 2008년 및 2011년에 프로그램 매매의 증가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의 공모펀드 비과세 철폐로 인해 

차익거래의 주 거래 주체였던 투신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국가/지자체의 

차익거래 비중이 급증하였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별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는 프로그램 매매가 지수 수익률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며, 특히 프로그램 매도의 변동성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는 각각 일별 변동성과 양, 음의 관계를 

가지므로 변동성의 증가에 대한 영향력은 주로 차익거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차익거래는 매수와 매도 거래 모두 변동성의 증가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도 차익거래의 경우 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차익거래와 변동성 사이의 음의 관계는 매도 비차익거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금융 

위기와 같은 시장의 하락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 매매의 증가가 시장의 상승에 비해 하락 상황에서 변동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중 분석의 결과,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모두 30분 단위의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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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했을 

경우에도 동일했다. 특히 차익거래의 변동성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비차익거래에 비해 월등하며, 매도 비차익거래만이 변동성의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의 측면에서, 차익거래가 비차익거래에 비해 30분 

단위 수익률의 하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익거래는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을 가속화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비차익거래에 비해 차익거래의 변동성 증대 효과가 뚜렷함은, 

프로그램 매매 중단 장치의 대상을 차익거래로 집중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프로그램 매매 중 시장 변동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지니는 차익거래는 

베이시스 스프레드(basis spread)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투자 주체의 거래 성향에 대한 일별 분석에서, 외국인의 선물 

거래와 기관의 현물 거래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선물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임으로 인해 이들의 매도 행위가 베이시스 

스프레드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매도 차익거래(reverse 

cash-and-carry)가 유발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중 

분석에 있어서도, 각 거래 주체의 수익률에 대한 성향 등이 일별 거래와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외국인과 기관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거래가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의 과세 제도의 변화 이후, 프로그램 매매와 변동성 증가의 

관련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의 개정이 시장의 안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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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세 제도 변화 이후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모두 

일중 30분 단위 변동성의 증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일별 

분석에서보다 시장 안정화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차익거래 시장에서 

주거래 주체로 등장한 국가/지자체의 거래는 철저히 단기적인 차익거래의 

형태를 보이며, 이전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외국인의 선물 거래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베이시스 스프레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전의 차익거래 시장의 주도적 참여자였던 기관 투자자들보다 

국가/지자체가 더욱 차익거래에 의존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매도 차익거래의 유발이 이전에 

비해 더욱 용이한 상황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 환경의 변화가 시장의 변동성 완화의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 및 제도의 수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매매와 시장의 수익률 및 변동성에 프로그램 

매매가 미치는 영향을 GARCH 형태의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변동성의 

비대칭효과(leverage effect)를 감안하여 EGARCH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여 수익률로부터 변동성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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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option) 가격으로부터 계산되는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을 

변동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여 옵션에 대해 프로그램 매매가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기간 동안의 역사적 

변동성(historical volatility) 및 실현변동성(realized volatility) 등의 다양한 

변동성 추정 방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코스피 

현물 및 선물 시장에서 투자 주체의 거래 성향과 차익거래의 연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코스피 지수 옵션 시장에서의 투자 주체의 성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 매매의 규모가 금융 위기 등의 

특이 상황에서 급증하여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거래 기간을 변동성의 수준, 시장의 추세, 금융 위기 구간 

등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2010년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에서, 프로그램 누적 순매수의 규모에 따라 만기일에 대량 

청산이 발생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가에 관한 연구, 시장의 급락 

혹은 급등 시 사이드카(Side Car)와 같은 프로그램 매매 중단 장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등도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편,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의 종료로 인해, 2010년부터 

차익거래의 주 거래 주체가 된 국가/지자체의 비중이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후 매매 주체 별 프로그램 매매 

비중의 변화를 주시하고,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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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Program Trading on Volatility 

and Its Relationship to Investors’ Behaviors 

in the KOSPI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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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rading is responsible for a large proportion of trading types in the KOSPI 

market. Using a recent data set that includes financial crisis periods,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program trading on return volatility in the KOSPI market and empirically 

examines a hypothesis that program trading increases the volatility. In order to explain 

how program trading affects the trading behaviors of investors or how they utilize 

program trading, VAR models are us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s’ 

behaviors and the basis change that is the determinant of arbitrage trading. The result 

clarifies the cause of the volatility increase by program trading and discusses the 

regulation system to enhance the market efficiency. Final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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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change in the impact of program trading occurs due to a reformation of the 

taxation system in 2010 and evaluates the outcome of the reforma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ogram trading 

increases return volatility in the KOSPI market. Compared to non-arbitrage trading, the 

impact of arbitrage trading on the volatility increase is distinc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ing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in the futures market and the reverse 

cash-and-carry arbitrage trading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exists in the 

market. Consequently, selling futures by foreign investors is the main cause of the 

volatility increasing impact of program trading. A reformation of the taxation system in 

2010 boosts the participation of nation/local government investors in the arbitrage trading 

and consequently mitigates the market volatility increase. However, even after the 

reformati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nation/local 

government is still valid and seems rather severe. Hence, a regulatory system for futures 

trading of foreign investors is considered to be directl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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