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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은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개방이 국

내 융시장의 효율성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에 하여 연구하

다.특히 시장효율성을 단하기 하여 보편 인 기술 투자가 유

의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데이터는 1994/06/01-2010/12/30기간 동안의 KOSPI200지수를

사용하 다.분석 결과,이동평균선 략은 체 으로 매수신호가

매도신호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국인 투

자한도를 완 히 폐지한 1998년 후로 기술 투자가 창출 가능한

유의한 수익률이 상당히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이동평균선 략은 어떠한 유의한 신호를 발생

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국내 자본시장 개방이

시장 효율성을 증가 시켰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달리

TRB 략의 유효성은 시 까지는 결과 으로 어들었으나 외

환 기 직후에는 오히려 증 됨을 보여주었다.그 이유는 기 이후

기간에서 TRB의 매도신호가 오히려 유의한 매수신호의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결과는 융 기라는 시장에 한 충격이 기술 지표

에 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을



비효율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을 암시한다.그 구체 인 근거

를 밝히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기술 투자,자본시장 개방,시장 효율성,KOSPI200

학번 :201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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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목

1980년 부터 단계 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개방은 1990년 에

들어 본격화 되었다.1980년 에도 1981년 1월에 발표한 증권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시장개방을 진 으로 추진하 으며 정부

가 1988년 12월 증권시장 국제화의 단계 확 추진계획을 발표하

고 1997년까지의 자본시장 개방계획이 제시된 제3단계 융자율화

시장개방계획을 1993년 6월에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의 개방을 보다 체계 으로 추진하 다.이후 IMF를 겪으면서 외국

에 하여 융시장을 사실상 완 개방 하 으며 융서비스 업종

의 한미 FTA 체결과 FTSE선진국지수 편입으로 보다 외국 자본

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 지고 있는 시 이다.

본 논문은 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이 국내 증권시장의 시장효율

성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를 기술 투자의 유효성을 통해서 검정

해 볼 것이다.만약에 시장이 효율 이라면 기술 투자로 유의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시장이

과거보다 효율성이 증 되었다면 기술 투자가 유의한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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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능력이 하됨을 확인함으로써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따

라서 1994/06/01부터 2010/12/31까지의 데이터를 시간상으로 세 구

간으로 분류하여 개별 으로 기술 투자 략을 용해보고 수익률

의 통계 유의성을 살펴 으로써 시장효율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 본 논문의 결과를 외국시장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 분석해 으로써 국내 증권

시장만의 기술 분석 의 특징을 탐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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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내 융시장 개방

1980년 당시 도입된 외국자본은 차 는 무역신용이 85%로 압

도 이었으며 직 투자는 5% 수 이었다.외국자본의 증권투자는

원칙 으로 지되어 있었다.그러나 이후 80년 이후 한미 간 경

제회담에서는 시장개방이 주된 화두로 두되었고 한국 역 정권

은 외국자본에 한 개방조치를 단계 으로 확 하 다.

외국자본의 증권투자는 1980년 1월 14일에 채권투자부터 최 로

허용되었다.이 조치는 ‘국제투자신탁’기 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

투자 방식이었다.1.14조치로 불리는 일련의 자본 시장 개방 조치

는 이 외에도 직 투자에 한 개방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1)외국자본 직 투자 상사업의 범 를 완

히 개방하 고 2)50% 던 투자 상한선도 완 폐지하 다.3)2

년간 원칙 으로 지되었던 외국자본의 ‘투자 원 회수 행 ’도

완 자유화 하 다.

이후 한국 증권시장은 1992년 다음과 같이 진 되었다.1992년 1

월 외국인에 하여 일정한도 범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직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이후 외국국 의 개인,외국법인 등

으로 제한하던 외국인투자자의 범 를 1992년 1월 3월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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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증권투자에 한 주요 개방 내용

1980년 1월

-외국자본 채권투자 간 방식으로 최 허용

-직 투자 상사업 제한 철폐

-투자 상한선 철폐

-투자원 회수 지기간 철폐

1992년 1월

-외국자본 주식투자 최 허용

-개인 취득 한도 10%로 제한

1997년 12월

-외국 주식투자 한도 철폐

-외국자본 채권투자 면 개방

- 융기 에 한 투자 폭 허용

[  1] 내  시  개  개

에 걸쳐 외국정부,연기 등으로 확 하 다. 한 1992년 7월부터

는 국내진출 외국 융기 에 해 내국인 자격의 주식투자를 허용

하 다.1993년 이후에는 제 3단계 융자율화 시장개방계획과

OECD 가입 시 제시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더욱 확 하 다.특히 융 외환 기 이후에는 1997년 12월

종목별 체한도를 55%,1인당 한도를 50%까지 폭 확 한 데 이

어 1998년 5월에는 공공법인에 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한도규제를

완 히 폐지하 다. 의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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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 ,논문의 구성에 해서 설명하

다.2장 선행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기술 분석과 련된

기존에 발표된 논문 연구를 소개한다.

3장 배경이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상인 시장

효율성에 해서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가지 기술 분

석 방법인 이동평균선 략과 TRB(Tradingrangebreak-out) 략

에 해서 소개한다.4장에서는 분석에서 다룰 데이터에 해서 설

명하며 5장에서는 통계 분석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6장에서는 각각의 부분구간에 하여 기술 분석 방법을 데이터

에 용하고 결과를 산출하여 결과가 갖는 의미와 선행연구와의 차

이 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에 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과 한계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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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Pring(2002,p.2)의 기술 분석의 정의에 의하면 투자의 기술 인

근이란 심리 ,정치 ,통화 ,경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가 가격 움직임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따라서 기

술 분석이란 의 변화에 한 증거 혹은 신호를 선제 으로 발

견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다.

즉 기술 분석은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과거의 가격,거래량,미

결제 약정등과 같은 역사 데이터를 통하여 측하고자 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

반 으로 기술 분석에 한 회의 인 시각이 두되었는데

그 심에는 시장 효율성(Fama,1970)의 수용이 있었다.시장 효율

성이란 재 주어진 정보를 통하여 유의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에서 기술 분석의 유용성 혹은 시장

효율성에 한 검증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식 시장에 한 기 연구는 필터(Alexander,1961,1964;Fama

andBlume,1966;Sweeney,1986),손 매 주문(Houthakker,1961;

GrayandNielsen,1963),이동 평균선 (Cootner,1962;VanHorne

andParker,1967,1968;DaleandWorkman,1980),채 ,모멘텀

오실 이터와 같은 그 시 의 보편 인 기술 투자 방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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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 반 으로 기술 분석에 한 회의 인 시각

을 변하 으며 시장효율성을 검정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Fama는 실질 거래에 수수료와 같은 거래비용이 수반될 경우

장기 인 매수-매도 략의 수익률은 음수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한 기타 다른 연구(e.g.Van HorneandParker,1967;James,

1968;JensenandBenington,1970)은 주식시장에서 이동평균선

략을 통한 거래 방식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밝 냈다.

반 로 환율이나 선물과 같은 자산에 해서는 기술 분석을 통

한 투자의 실효성에 해서 밝 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를 들어

Leuthold(1972)는 여섯 가지 투자 략을 선물 시장에 용하여 그

에 네 가지 투자 략이 거래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유의미한 양수

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Sweeney(1986)는 10가지 종

류의 환율에 하여 기술 분석을 용하여 거래비용의 존재 하에

유의미한 양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결국 기 연구는 주식 시장이 선물 혹은 환율시장보다 더욱 시

장 효율 이라는 것을 증명하 다.그러나 다양한 기술 분석 방법

극소수의 략만을 고려했다는 ,기술 분석에 따른 수익률의

통계학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험 회피성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 한계 이 있었

다.

부분의 근 연구는 기연구의 한계 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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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되었으나 거래비용의 처리,모수 추정,통계 방법에 있

어서는 차이를 보 다.Brock et al.(1992)은 DJIE(Dow Jones

IndustrialAverage)의 시장 비효율성을 기술 투자의 유효성을 통

해서 검증하려 했으며 더 나아가 주가의 속성을 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Brock et al.(1992)는 이동평균선 략과 TRB(Trading

rangebreak-out) 략을 사용하 으며 각 략에 하여 다수의

생 략을 용하 다.GunasekarageandM.Power(2001)는 동남아

시아 신흥국가들의 시장효율성을 이동평균선 략의 수익률로 설명

하 다.Kungandwong(2009)은 만 주식시장의 개방이 시장효

율성을 증 시켰음을 기술 투자의 수익률을 통해서 검정하 다.

김형도(1995)는 한국주식시장의 시장효율성을 기술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 다.그러나 아직 한국 융시장의 개방이 시장효율성에 어

떤 향을 끼쳤는지 혹은 시간흐름에 따른 시장효율성의 변화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9

3.배경이론

3.1.효율 시장 가설

효율 시장 가설(Efficientmarkethypothesis)이란 모든 정보가

융자산 가격에 충분히 반 되는 시장을 말하며 반 되는 정보의

범 에 따라 약형, 강형,강형 시장가설로 구분된다.약형의 효율

시장가설에 따르면 재의 융자산 가격은 이용가능한 모든 과

거 정보를, 강형에 따르면 모든 공개된 정보를,강형에 따르면 비

공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 한다고 주장한다.세

가지 형태의 효율 시장 가설의 공통 은 자본 시장이 이용 가능

한 정보를 즉각 으로 반 하고 있다는 가설이라는 이다.효율

시장에서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3.1.1.약형 효율 시장 가설

약형 효율시장 가설(weakform efficientmarkethypothesi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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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등에 련된 모든 과거의 정

보를 반 하고 있다는 가설이다.이 가설에 따르면 약형 효율시장이

란 과거의 그 주식의 가격,가격 변화의 양상,거래량 등에 한 모

든 정보가 재의 가격에 반 된 시장을 의미한다.따라서 약형 효

율시장 가설에 의하면 투자자가 과거의 주가 거래량 등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가를 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다.

3.1.2. 강형 효율 시장 가설

강형 효율 시장 가설(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란 재의 주식 가격은 일반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강형 효율

시장에서는 재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 즉 기업의 재무제표,경

진 교체,특허권 보유수, 문가의 이익 측,정부의 경제정책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 하게 된다.

강형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국내외 경

제상황,산업특성 개별기업의 특성 요인 등을 분석하여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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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재의 주가가 공개

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형 효율시장가설은 앞에서 설명한 약형 효율시장가설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즉, 강형 효율시장에서는 과거의 주가 거래량

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재의 주가

가 반 하고 있으므로 재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 거래량 정보

만을 반 하는 약형 효율시장가설 보다 상 으로 더 넓은 개념이

다.

3.1.3.강형 효율 시장 가설

강형 효율시장가설(strong form efficientmarkethypothesis)이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도 주가에 반 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도 과수익(abnormalreturn)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형 효율시장가설은 앞에서 설명한 약형 효율시장가설과 강형

효율시장가설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극단 인 가설이다.이러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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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시장효율성 가설 종류

형 효율시장가설이 성립한다면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모든 이

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경 자

나 주주,정부의 정책입안자,혹은 경제신문기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발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강형 효율시장은 주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것을 일반에게 공개하 느냐의 여부에 계없이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주가가 이것을 완 하게 반 하는 가장 효율 인 자본시장을

의미한다.아래 [그림 1]은 세 가지 종류의 효율 시장 가설의

계를 그림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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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기술 분석과 효율 시장 가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두 가지 기술 분석인 이동평균선 략

과 TRB(Tradingrange-break)는 주가 혹은 인덱스의 과거 시계열

의 통계 인 분포나 국면을 활용한 것으로써 약형 효율시장 가설과

련이 있다.따라서 기술 분석에 의한 유의한 수익률의 감소는

약형 효율시장가설을 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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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술 분석

KOSPI200 지수의 시장효율성을 검정하기 하여 Brock et

al.(1992)이 사용한 두 가지 종류의 기술 분석방법인 이동평균선

략과 Tradingrangebreak-out(이하 TRB)를 사용하 다.이 략

들은 간단하면서도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략이다.

3.2.1.이동 평균선 략

이동평균선(이하이평선)을사용한방법은단기이평선이장기이평선보다band를

고려한수 보다더 에 치하게되면매수신호를발생시키고반 로단기이

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아래에 치하게 되면 매도 신호를 발생시킨다.이 략

의기본 인원리는단기이평선이장기이평선보다주가흐름에민감하다는 을이

용하여둘의차이로향후추세를 측하는것이다.

와같은방법론을통해서두가지 생 략이가능하다.첫번째방식은단기

이평선이장기이평선을 상향(하향)돌 시에매수(매도)포지션을취하고다시반

상황이일어나면포지션을청산하는방식이다.두번째방식은단기이평선이장

기이평선보다 에(아래에) 치한다면매수(매도)포지션을취하고임의로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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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포지션을 보유한 후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식이다.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방식을사용했는데그이유는첫번째방식의경우KOSPI200지수의데이터

양이 기존 문헌 Brocketal.(1992)에서 사용한 DowjohnsIndex보다 훨씬 기

때문에1)통계 으로분석할만큼의매수매도신호가발생되지않는다는 이다.

단기이평선과장기이평선의각각의평균길이로다수의 생 략이존재할수있

다.본논문에서는국내에서가장많이 쓰이는5,10,30,60,120일선을사용하

다.횡보장을배제하기 하여band를사용하 는데이는기술 분석을 용하기

한하나의모수로 를들어이값이0.01이라면단기이평선이장기이평선보다

높되1%이내로높은신호는무시하는것이다.이는시장이횡보(보합)국면일경

우변동성이작아서신호가발생하지만그것이무의미한신호일가능성이높기때

문에사용하는것이다.이해를돕기 하여아래[그림2]을첨부하 다.

1) Brock et al.(1992)  경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를 

1897-1986 간  터를 사 하 는  에 비하여 KOSPI200 지수는 1994 도

터 시 었 므  상 적  터 시계열  가 짧다. 따라   첫 째 동

평균  전략  Brock et al(1992)  경우 할 만한 매수 매도 신호가 생 었지만 

본 문에 는 매수 매도 신호가 거  생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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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이동평균선 략 매수신호

[그림2]는이동평균선 략의매수신호발생에 한 시이다.그림을살펴보면

KOSPI200지수에 한6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이동 평균선에 한 매수신호

발생상황을나타내고있다.20일이동평균선이60일이동평균선에밴드를 용한

값을돌 할경우에매수를하여해당포지션을일정기간만큼유지하는것을확인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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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이동평균선 략 매도신호

[그림 3]의 경우 이동평균선의 매도 신호에 한 시를 보여주고 있다.

KOSPI200지수의20일이동평균선이60일이동평균선을하방으로돌 시에매

도신호를발생시켜정해진기간동안보유하는방식을확인할수있다.

3.2.2.TRB(Tradingrangebreak-out) 략

TRB 략에서 매수(매도)신호는 주가가 항선(지지선)을 돌 할 때 발생된다.

여기서 항선(지지선)이란 재부터지정된과거기간동안의지역 최 값(최

소값)이다.기술 분석가들은투자가들이주가가충분히고 일때팔려는성향을

갖고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매도 세력은 과거의 고 을돌 하려는 주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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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하는 항선을 형성한다.그러나 만약 주가가 이러한 항선을 돌 할 경

우 항선이붕괴된것으로 단하여투자자들은이를매수신호로여긴다.마찬가

지로투자자들은주가가충분한 일때사려는성향을갖고있고이러한성향

은 주가가 과거 보다 하향하려는 움직임을 지하려는 지지세력을 형성하며

이를지지선이라고 한다.역시 마찬가지로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돌 할 경우 이

를 매도 신호를 볼 수 있다.요약하자면 주가가 신고 을 갱신할 경우에는 매수,

신 을갱신할경우에는매도포지션을취한다.본연구에서는매수(매도)신호가

발생후포지션취득후5일동안보유했을시의수익률을일별수익률로환산하여

사용하 다.

물론 에서언 된기술 투자 략외에도 다양한기술 략들이존재한다.

그러나본논문에서는 비교 간단하고보편 으로 사용되는 략에 해서만고

려하 다. 한 이평선 략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동평균선의 평균기간과,

포지션보유기간에따라서다양한변형 략을시행할수있으며TRB 략과같은

경우에는신고 과신 을고려하는기간과포지션보유기간에 하여여러종

류의 략을시행할수있다.본논문에서는Datasnooping효과를피하기 하여

최 한다양한 략에 하여유의성을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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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KoreaStockPriceIndex200(이하 KOSPI200)지

수의 일별 종가를 사용하 다.한국을 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한 것으로 1990년 1월 3일 기 으로 얼마나 변

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증권거래소가 1994년 6월 도입하

으며 200개 종목은 시장 표성,유동성,업종 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용한 KOSPI200지수 데이터는 1994/06/01– 2010/12/30의 기

간이며 이를 세 가지( 기, 기,후기)의 부분구간으로 나 어서 비

교 분석하 다.[그림 4]는 각 구간의 지수 데이터를 도식화 하 으

며 [표 2]는 각 구간의 통계 특성을 정리하 다.첫 번째 구간은

1994/06/01– 1998/06/30으로 지수가 증권거래소에서 처음 사용된

시 부터 외환 기 직후 국내 외국자본에 한 규제를 완 철폐 한

시기이다.두 번째 구간은 1998/07/01– 2004/12/30으로 코스닥 투

자가 활성화된 시 으로 평균 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간이다.마지

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2005/01/03– 2010/12/30으로 주식형펀드에

한 투자가 활성화된 구간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 지만 후에는

로벌 융 기와 주가 락이 있었던 구간이다.이 게 시간으로

데이터를 나 는 까닭은 외국자본의 규제 정도가 지수의 시장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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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KOSPI200부분구간

구간 1 구간 2 구간3

mean -0.0009 0.0007 0.0006

std 0.0176 0.0235 0.0156

skew -0.0388 -0.1364 -0.4785

kurtosis 7.4054 4.9107 9.9135

[표 2]각 부분구간 별 통계 특성

성에 어떤 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 보기 함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 시장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분석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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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석 방법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로그 수익률로 계산한다.


  log     log 


  부터 지의수익률

 시점에 의지수값

계산된 수익률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하여 매수 매도 신호 ,

가 발생한 후의 조건부 평균과 표 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수신호발생시이후구간의평균수익률

  매도신호발생시이후구간의평균수익률

 


 
   

 


  
   

 매수신호이후수익률 준편차

 매도신호이후수익률 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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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통하여 해당 구간의 비 조건부 평균 수익률과 비교를

한다.이는 해당 구간의 평균 인 수익률 비 략에 따른 수익률

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함으로 t-test를 실시하 다.매

수 신호 수익률에 한 귀무가설과 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 =μ

 ∶ ≠ μ

매도 신호 수익률에 한 귀무가설과 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 =μ

 ∶ ≠ μ

모든 t-test에서 양측검정을 시행하 으며 신뢰수 5% 와 1% 에

서 유의성을 검정하 다.만약 특정 략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면

해당 략은 평균 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유의한 수익률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서 유효한 략이라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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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과

6.1.이동평균선 략결과

KOSPI200지수에 이동평균선 략을 용하여 유의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 다.1994/06/01부터 2010/12/30까지의

데이터를 세 개의 부분구간으로 나 어서 각각 용하여 비교해 보

았다.[표 3]는 첫 번째 부분구간(1994/06/01-1998/06/30)에 용한

결과이며 [표 4]은 두 번째 부분구간 (1998/07/01-2004/12/30)에

용한 결과이며 마지막으로 [표 5]는 마지막 부분구간(2005/01/03–

2010/12/30)에 용한 결과이다.수익률은 모두 일별 수익률로 환산

하 다.테이블의 첫 번째 열은 개별 략을 의미한다. 를 들어

(1,50,0.01)은 단기이평선의 평균길이가 1인 일별데이터이고 장기이

평선의 평균길이가 50이고 band가 0.01인 략을 의미한다.두 번째

와 세 번째 열은 각각 매수,매도신호의 발생횟수를 의미한다.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열은 각각 매수,매도 략의 일별 평균 과수익

률을 의미한다.각 값 아래에는 유의확률(p-value)을 호 안에 나

타내었으며 만약 유의수 5%하에서 유의하면 *,유의수 1%하에

서 유의하면 **을 평균 과수익률에 표시하 다.



24

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527 644 0.0009 * -0.0023 *

(0.0151) (0.0498)

(1,5,0.01) 264 347 0.0025 ** -0.0026 

(0.0075) (0.1242)

(1,10,0) 500 666 0.0004 -0.0018 

(0.1171) (0.1534)

(1,10,0.01) 339 470 0.0008 -0.0018 

(0.1377) (0.3005)

(1,30,0) 463 683 0.0006 -0.0019 

(0.0814) (0.1018)

(1,30,0.01) 371 597 0.0013 * -0.0020 

(0.0162) (0.1140)

(1,60,0) 419 697 0.0007 -0.0018 

(0.1159) (0.0758)

(1,60,0.01) 368 637 0.0007 -0.0020 

(0.1321) (0.0674)

(1,120,0) 330 726 -0.0011 -0.0011 

(0.7278) (0.6257)

(1,120,0.01) 302 689 -0.0008 -0.0011 

(0.9551) (0.6225)

[표 3]이동평균선 부분구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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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결과를 보면 10개 에서 3개의 매수 략이 유의한 양수

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매도신호는 10개 에서 단 한 개의

략이 유의한 음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체 으로 매수신호가

매도신호보다 상 으로 더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 기간은

외국인 투자규제가 완 철폐되기 기간으로 이 구간에서는 특정

이동평균선을 사용한 기술 분석이 유효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그

러나 [표 4]과 [표 5]를 살펴보면 그 이후 시 부터는 어떠한 이동평

균선 략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수익률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각

부분기간의 차이 을 추가 으로 살펴보기 하여 [표 3],[표 4],

[표 5]의 유의확률(p-value)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순서 로 0.2271,

0.4107,0.6960가 산출되었다.이러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기술

투자의 과 수익률 창출 능력이 차 으로 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다.이는 1998년 6월까지 진행된 외국인 규제가 시장효율성을 증

시켰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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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874 766 0.0014 -0.0002 

(0.3206) (0.3254)

(1,5,0.01) 597 526 0.0024 -0.0001 

(0.0542) (0.4986)

(1,10,0) 879 755 0.0012 0.0002 

(0.4522) (0.6215)

(1,10,0.01) 720 609 0.0009 0.0001 

(0.7483) (0.6179)

(1,30,0) 908 707 0.0013 -0.0001 

(0.3701) (0.4323)

(1,30,0.01) 816 631 0.0013 0.0000 

(0.4123) (0.5120)

(1,60,0) 908 677 0.0013 0.0000 

(0.3856) (0.4839)

(1,60,0.01) 864 631 0.0015 0.0000 

(0.2515) (0.4821)

(1,120,0) 882 643 0.0014 -0.0004 

(0.2398) (0.3141)

(1,120,0.01) 847 605 0.0015 -0.0002 

(0.2318) (0.4604)

[표 4]이동평균선 부분구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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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863 625 0.0005 0.0007 

(0.9399) (0.8696)

(1,5,0.01) 413 307 0.0006 -0.0001 

(0.9881) (0.5625)

(1,10,0) 942 542 0.0004 0.0008 

(0.7312) (0.7815)

(1,10,0.01) 632 374 0.0007 0.0000 

(0.8456) (0.6395)

(1,30,0) 942 522 0.0007 0.0003 

(0.7466) (0.7722)

(1,30,0.01) 803 414 0.0009 0.0008 

(0.4281) (0.8429)

(1,60,0) 955 479 0.0007 0.0003 

(0.7051) (0.7948)

(1,60,0.01) 880 412 0.0007 0.0000 

(0.6981) (0.6492)

(1,120,0) 977 397 0.0008 -0.0001 

(0.4243) (0.6081)

(1,120,0.01) 931 358 0.0009 -0.0003 

(0.3592) (0.5338)

[표 5]이동평균선 부분구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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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TRB 략결과

[표 6],[표 7],[표 8]은 각각 부분구간 1,부분구간 2,부분구간

3에 TRB 략을 시행한 것이다.첫 번째 열은 개별 략을 의미한

다. 를 들어서 (1,50,0.01)은 일별데이터로,신고가(신 가)를 고려

하는 구간의 길이가 50일,band가 0.01인 테스트를 의미한다.나머지

열의 형식은 이동평균선 분석 결과와 같다.

TRB 략은 이동평균선 략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을 살펴보면 매수신호의 경우 어떠한 략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매도신호의 경우 10개의 략 에서 2개의 략

이 유의한 양수 수익률을 나타내었다.[표 7]에서는 매수신호의 경

우 유의한 략은 없었으나 매도신호의 경우 10개 6개의 략이

유의한 양수의 수익률을 나타내었다.[표 8]에서는 이동평균선 략

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략도 유의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 다.[표

6],[표 7],[표 8]의 유의확률(p-value)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0.4462,0.3011,0.5979로 구간1에서 구간2로 오히려 시장효율성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마지막 구간(2005년 이후)에서

는 시장효율성이 다소 증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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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258 365 -0.0012 -0.0008 

(0.5494) (0.9513)

(1,5,0.01) 103 153 -0.0009 -0.0002 

(0.9668) (0.3678)

(1,10,0) 183 279 -0.0001 -0.0005 

(0.1757) (0.5645)

(1,10,0.01) 63 116 0.0005 -0.0004 

(0.2471) (0.6364)

(1,30,0) 96 168 0.0006 0.0003 

(0.0628) (0.1181)

(1,30,0.01) 40 80 0.0011 0.0000 

(0.1780) (0.4653)

(1,60,0) 66 122 -0.0005 0.0012 *

(0.6573) (0.0224)

(1,60,0.01) 29 66 -0.0010 0.0010 

(0.9061) (0.1888)

(1,120,0) 28 86 -0.0010 0.0027 **

(0.8262) (0.0025)

(1,120,0.01) 8 42 -0.0008 0.0028 

(0.9712) (0.0667)

[표 6]TRB부분구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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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457 386 0.0009 0.0019 *

(0.5985) (0.0344)

(1,5,0.01) 245 218 0.0010 0.0025 *

(0.6044) (0.0164)

(1,10,0) 337 245 0.0003 0.0022 *

(0.4101) (0.0485)

(1,10,0.01) 169 144 0.0005 0.0026 *

(0.7879) (0.0477)

(1,30,0) 229 119 0.0004 0.0032 *

(0.6359) (0.0207)

(1,30,0.01) 110 64 0.0003 0.0033 

(0.6475) (0.0760)

(1,60,0) 173 82 0.0000 0.0034 

(0.2909) (0.0617)

(1,60,0.01) 79 46 0.0004 0.0030 

(0.7493) (0.2347)

(1,120,0) 131 48 -0.0002 0.0052 *

(0.2142) (0.0260)

(1,120,0.01) 56 26 -0.0004 0.0052 

(0.4018) (0.1159)

[표 7]TRB부분구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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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491 284 0.0004 0.0005 

(0.4184) (0.9427)

(1,5,0.01) 133 133 0.0002 0.0010 

(0.4396) (0.6413)

(1,10,0) 407 176 0.0006 0.0004 

(0.9959) (0.7572)

(1,10,0.01) 91 92 0.0010 0.0007 

(0.3445) (0.9005)

(1,30,0) 299 84 0.0006 -0.0002 

(0.8055) (0.4973)

(1,30,0.01) 56 47 0.0009 0.0001 

(0.5634) (0.8099)

(1,60,0) 243 45 0.0006 -0.0014 

(0.9601) (0.3237)

(1,60,0.01) 41 26 0.0012 -0.0026 

(0.2813) (0.3205)

(1,120,0) 205 26 0.0007 -0.0010 

(0.6618) (0.6093)

(1,120,0.01) 35 16 0.0013 -0.0034 

(0.2835) (0.4021)

[표 8]TRB부분구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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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 략에서 흥미로운 은 부분구간 2(외환 기 직후)에서

TRB의 매도신호가 음수 수익률이 아닌 양수 수익률로써 상당히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이다.TRB 략의 목 상 양수 수익률을

발생시켜야 하는 매수신호 보다 음수 수익률을 발생시켜야 하는 매

도신호가 오히려 매수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이 은 부분구간

2의 시장효율성이 부분구간 1보다 더 작다는 에 큰 향을 끼치

고 있다.기존 연구결과 Brocketal.(1992)에서는 TRB 략의 매도

신호가 통계 으로 분명한 매도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반된 결과이다.같은 기술 분석 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은 KOSPI200투자자의 특성 혹은 시기 특성이라

고 단할 수 있다.

부분 구간 2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결과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 외환 기 직후 주가가 충분히 내려갔다고 단한 투자자

들이 지지선의 하향돌 를 오히려 매도기회가 아닌 매수기회로 여

겼다는 이다.즉 충분히 조정이 들어간 시장에서는 매도신호도 매

수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이다.이는 기술 분석을 고안하는데 있

어서 시계열의 패턴뿐만 아니라 체 인 시장 국면 한 반 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둘째로 외환 기라는 시장 충격이 시장

을 비효율 으로 변화시켰다는 이다.그 향은 기술 투자 략

이 목 과는 상이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로

부분구간 2에서 시장이 비효율 으로 변하는 증거를 이동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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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므로 특정 사건에 따른 시장효율성 변화

기술 분석의 효과 변화는 개별 인 기술 분석마다 그 향

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이 시장충격에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하여 외환 기 이후 상황과 유사한 2008년 9월 리만 라더스 사

태 이후 기간 (2008/10/01-2009/12/30)에 하여 동일한 TRB 략

을 추가 으로 실험해 보았다.[표 9]을 살펴보면 해당 구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략도 유의한 수익률을 나타내지 못하 다. 한 10

종류의 매도신호의 유의확률의 평균이 0.5561로 부분구간 2의

0.0682와는 상당히 다른 값이 도출되었으며 한 체 으로 음수

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었다는 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 다.이는

외환 기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에 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반 로 변하지 않았으며 시장이 비효율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외환 기 이후 시장 충격에 한 면역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시장효율성이 증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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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N(Buy) N(Sell) Buy  Sell  

(1,5,0) 156 141 0.0003 -0.0005 

(0.4165) (0.6962)

(1,5,0.01) 63 73 0.0001 0.0002 

(0.7620) (0.8255)

(1,10,0) 122 92 0.0004 -0.0009 

(0.3083) (0.5226)

(1,10,0.01) 43 52 0.0007 -0.0010 

(0.2931) (0.6350)

(1,30,0) 68 53 0.0000 -0.0014 

(0.8258) (0.4592)

(1,30,0.01) 22 30 0.0004 -0.0017 

(0.6049) (0.5753)

(1,60,0) 53 34 0.0008 -0.0031 

(0.1649) (0.2505)

(1,60,0.01) 15 20 0.0012 -0.0044 

(0.2134) (0.2799)

(1,120,0) 40 20 0.0008 -0.0010 

(0.2295) (0.8230)

(1,120,0.01) 10 12 0.0014 -0.0045 

(0.2393) (0.4935)

[표 9]리만 라더스 사태 이후 기간(2008/09/03-2010/12/30)에

하여 TRB를 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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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론 추후 연구 과제

7.1결론

결과를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한 수익률을 창출하는 략의 개

수가 장기 으로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이를 보다

연속 으로 살펴보기 하여 략의 통계 유의성을 단하기

한 기 인 유의확률에 한 각 구간별 평균을 계산하 다.[그림 5]

는 각 부분구간별 p-value의 변화를 도식화 하 으며 [표 10]은 각

부분구간별 p-value의 값이다.

[그림 5]각 부분구간별 p-value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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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구간 1 부분구간 2 부분구간 3

이동평균선 0.2271 0.4107 0.6960

TRB 0.4462 0.3011 0.5979

[표 10]각 부분구간별 p-value변화 

첫째 [표 10]와 [그림 5]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 두 기술 분석 모두 부분구

간 3,즉 재에 이르러 유의한 수익률을 창출하는 능력이 결과 으

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 히 풀리

기 인 부분구간1에서 완 개방이 실시된 부분구간2의 시장 효율

성의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 투자 확 가 시장효율성에 정

인 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둘째 이동평균선 략의 경우

매수신호가 매도신호보다 상 으로 유의한 수익률을 발생시켰으

며 시장충격에 향을 받지 않고 차 으로 그 능력이 감소하 다.

셋째 TRB 략의 경우 1998년 외환 기 이후에 일정기간 매도신호

가 유의한 매수신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시장효율성이 감

소하 으나 2008년 융 기에는 해당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넷째

시장충격에 하여 기술 투자 략의 효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본 논문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 확 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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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거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증 되었다.특히 융 기와 같은

이례 인 충격에도 시장이 효율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다.

이는 국내 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 확 가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

는 등의 정 인 향을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공고히 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겠다.

7.2추후 연구 방안

에서 언 한 논문의 결론과 함께 본 연구가 가진 한계와 향후

추가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과제가 함께 드러났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이동평균선과 TRB 략 단 두 가지 략에

해서 분석을 수행하 으나 더 다양한 략에 해서도 분석을 시행

해야 할 것이다.본 논문에서 보인 두 략의 결과는 장기 으로는

비슷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으나 단기 으로는 차이 을 보 기 때

문이다.따라서 최 한 다수의 기술 분석에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결론에 한 뒷받침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기술 분석의 국면 개입문제이다.실제로 본 논문을 포함

한 선행 연구들이 다룬 기술 분석은 특정 데이터의 시계열의 역

사 인 패턴을 고려한 기술 분석이었다.그러나 본 논문의 TRB

부분구간 2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술 분석의 결과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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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국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암시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거시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기술 분

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계 으로 지 된 략의 다양화,기술

분석의 국면 반 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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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we use severaltechnicaltrading rules and

confirm their predictive powers of stock returns to assess

whetherthe capitalmarketliberalization ofKorean securities

markethasimprovedtheefficiencyofitsstockmarket.Weuse

KOSPI200 index for1993-2010.Furthermore,we apply those

technicaltradingrulestosubperiodslabeledwithseveralfeatures,

like Asian financialcrisis in 1997,and compare them as

additionalexperiments.Theresultsshow thattheeffectivenessof

technicaltradingruleshasdecreasedevidentlyafter1998when

limitation offoreign investmentiscompletely abolished.These

resultsindicatethattheefficiencyofKoreanstockmarket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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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enhanced by thecapitalmarketliberalization forlast17

years.

Keyword:TechnicalAnalysis,MarketEfficiency

StudentNumber:2011-21167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국내 금융시장 개방
	1.3. 논문의 구성

	2. 선행연구
	3. 배경이론
	3.1. 효율적 시장 가설
	3.1.1.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3.1.2.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3.1.3.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3.1.4. 기술적 분석과 효율적 시장 가설

	3.2. 기술적 분석
	3.2.1. 이동 평균선 전략
	3.2.2. TRB(Trading range break-out) 전략


	4. 데이터
	5. 분석 방법
	6. 결과
	6.1. 이동평균선 전략 결과
	6.2. TRB 전략 결과

	7. 결론 및 추후 연구 방안
	7.1. 결론
	7.2. 추후 연구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