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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중 실제 

기업의 자기주식 월별 취득단가를 시장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주식 취득 이후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경영진은 시장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

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식 취득

빈도가 낮은 기업군에서 특히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주식 취득공시에 대한 누적초과수익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 

누적초과수익률이 가장 높은 집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내부자 

순매수, 정보 비대칭성 및 시장기대 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Fama-French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장단기 성과 분석 결과는 

모두 음(-)의 초과수익률(alpha)을 보여 한국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의 

저가 취득이 장단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마켓타이밍 , 자기주식 취득

학  번 : 2014-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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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

으로 경영진의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이 가능하다는 Dittmar, Field(2014)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자기주식 월별 취득

단가를 시장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주식 취득 이후의 장단기 성과를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마켓타이밍 가설과 관련된 주요 연구 흐름은 크게 신주발행 및 자기

주식과 관련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마켓타이밍 가설은 전통적인 

자본구조이론을 반박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Myers and Majluf(1984), 

Lucas and McDonald(1990) 등은 정보비대칭 하에서 경영진이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때 신주를 발행할 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Baker 

and Wurgler(2002)는 시장의 잘못된 평가(mispricing)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신주발행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전략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은 자기주식 취득 타이밍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kenberry, Lakonishok and Vermaelen(2000a)은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주식

가격 변화와 자기주식 취득수량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Brockman and Chung(2001)은 홍콩주식시장에 상장된 190개 

기업 표본을 선정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마켓타이밍 가설을 

검증하였다. Cook, Krigman and Leach(2004)는 미국 기업 64개 표본의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식 취득 기업들의 마켓타이밍 능력 보유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NYSE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가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뛰어난 실행 능력(good 

execution skills)을 보인 반면, NASDAQ 기업들은 자기주식 매입 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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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Rephael, Oded and Wohl(2014)는 

미국 기업 62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단가는 시장가격 

대비 할인(price discount)된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 할인은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arket-to-book ratio, MB)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본 연구의 주요 참고 논문으로 사용한 Dittmar, Field(2014)는 기업들의 

실제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토대로 경영진들의 마켓 타이밍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들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국 

시장의 자기주식 취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대상 기간 중 월별 자기주식 

매입 평균 단가를 시장 평균가격과 비교한 결과, 기업들이 시장 평균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자기

주식 취득빈도가 낮을수록, 내부자 순매수가 많을수록 자기주식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들 기업의 장·단기

성과 또한 높음을 밝혀냈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마켓타이밍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민식, 송준협(2007)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Baker and Wurgler(2002)가 제시한 마켓타이밍 변수와 자본

구조 간의 관계 및 IPO 이후 자본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태혁, 정대성(2011)은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마켓타이밍 변수 및 IPO 

이후 레버리지비율의 누적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김병기(2011)는 주식

수익률이 부채비율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마켓타이밍 

전략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국내의 자기주식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정보효과, 취득동기 및 현금배당과의 대체

여부에 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ittmar, 

Field(2014)를 주요 참고논문으로 정하고 한국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 시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가능한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경영진은 시장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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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낮은 

기업군에서 특히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주식 취득공시에 대한 누적초과수익률(CAR)이 가장 낮은 

집단이 누적초과수익률이 가장 높은 집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내부자 순매수 정도, 

정보 비대칭성 및 시장기대 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장단기 

성과 분석 결과 모두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여 한국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의 저가 취득이 장단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마켓타이밍 가설에 대한 논의를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주제로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주 

참고 논문인 Dittmar, Field(2014)의 방법론을 인용함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미국 시장에서 기업

들의 자기주식 취득은 저평가된 주가 수정 목적 이외에도 배당의 대체

수단으로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자기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고 취득 동기가 자사 주식의 

저평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ttmar, Field(2014)와 

비교해 볼 때 분석대상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취득빈도 및 취득 

동기에 따른 기업군 분류 시 표본이 편중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능력에 대한 실증 분석 및 Fama-French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장단기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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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자료 및 방법론

제 1 절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기주식 취득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개별적

으로 수집1)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기업이 금융업

으로 분류되는 경우 및 합병, 지배구조 변경 등 특수한 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주가 및 재무 자료는 DataGuide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 및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주가 또는 재무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표본은 

기업연(firm-year) 기준 1,087개, 기업월(firm-month) 기준 2,964개로 

구성되었다.2)

  <표1>은 분석대상 표본 전체의 자기주식 취득 현황을 나타낸다.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 기업 수는 2008년 199건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08년 중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급감한 것은 주식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며 금융위기 발생으로 주가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주가 안정 등의 동기로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중 자기주식 취득 기업 수 및 

금액은 2008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건별로 조회하여 
일자별 자기주식 취득 수량 및 취득 금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2) 기업연(firm-year) 표본은 연도별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건수를 단순 합산한 값
으로 연도가 다를 경우 같은 기업이라도 별도의 표본으로 본다. 기업월
(firm-month)은 월별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건수를 전체 표본 기간에 걸쳐 단순 
합산한 값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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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자기주식 취득빈도(Repurchase Frequency)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저빈도(Infrequent) 기업군은 연중 

월 1～4회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고, 고빈도

(Frequent) 기업군은 연중 월 5회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군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 참고 논문인 Dittmar, Field(2014)은 고빈도 

기업군을 연중 월 9회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의 집합으로 정의

하였고, 저빈도 기업군에서와는 달리 고빈도 기업군에서는 자기주식의 

저가 매입 행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기업

들이 자사 주식의 저평가(undervaluation)에 따른 주가 수정 목적 이외의 

다른 동기(motive)를 갖는 경우 자기주식을 빈번하게 취득하며 이 경우 

경영진이 마켓타이밍 전략을 취할 유인이 적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하였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자사 주식의 저평가 이외에도 

배당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취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고빈도(Frequent) 기업군은 배당의 대체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2011년 기간 중 보고된 자기주식 취득동기의 

80% 이상이 주가안정, 주주가치 제고 등 자사 주식의 저평가에 의한 

것으로 기재3)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빈도에 따른 기업군 분류 

기준을 조정하였다. <표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빈도 기업군은 

표본 전체의 자기주식 취득 횟수 대비 평균 89.2%, 전체 취득금액 

대비 87.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자기주식 

취득동기가 대부분 자사주식 저평가에 기인한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분석대상 표본의 자기주식의 취득동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표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요약하여 

3) 설원식, 김수정(2005)은 2001년～2003년 기간 동안 보고된 자기주식 취득공시의 
81.98%가 주가 안정을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보고된 자기주식 공시(직접 취득) 1,297건 중 1,116건(86.04%)이 
자사 주식의 저평가에 따른 주가 안정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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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으로, Dittmar, Field(2014)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참고 논문에서는 표본을 취득빈도에 따라 3개의 기업군으로 

분류하고 저빈도 및 고빈도 해당 여부에 따른 2개의 더미변수를 정의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따라 2개의 

기업군으로 분류함에 따라 저빈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1개의 더미

변수(Infrequent_dummy) 만을 정의하였다. 둘째, 자료의 접근이 어렵

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변수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주 참고 논문에서 유동성 측정지표로 사용한 호가스프레드

(Bid-ask spread)를 주식거래회전율(turnover)로 대체하였고, 주당순이익 

예측치(EPS forecast)를 적정주가 예측치(Target price)로 대체하였다.

  <표3>의 분석대상 표본은 기업연(firm-year) 기준의 관측치로 구성

되었다. 패널A는 표본을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따라 분류(저빈도/고빈도)

하여 주요 기업특성에 대한 평균(중앙값)을 구하고 표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저빈도 기업군은 고빈도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낮으며, 1회당 자기주식 취득규모(Repurch 

size/MV)가 크고 연간 자기주식 취득금액(Annual repurch/MV)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B는 자기주식의 할인 취득 정도에 따른 요약통계

량을 제시한다. 자기주식의 할인 취득 정도는 연간 전체 취득금액의 75% 

이상을 할인 취득(≥75% repurchases bought at discount)했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discount) 및 할증(premium) 취득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패널B의 분석 결과, 연간 전체 취득금액의 75% 이상을 할인 취득한 

표본 집단은 할증 취득 집단에 비해 1회당 자기주식 취득규모가 작고 

연간 자기주식 취득금액 또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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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 취득금액
(단위:억원) 기업 수

기업군별 취득 횟수
저빈도 고빈도

2004 24,505 158 87.3 12.7
2005 35,097 98 95.9 4.1
2006 40,419 149 90.6 9.4
2007 51,754 161 94.4 5.6
2008 24,227 199 81.9 18.1
2009 9,887 99 98.0 2.0
2010 19,119 94 84.0 16.0
2011 17,972 129 86.8 13.2

기업연(firm-year) 수 1,087 89.2 10.8
총 금액 대비(%) 87.2 12.8

<표 1> 자기주식 취득 현황

아래의 표는 분석대상 표본 전체의 자기주식 취득 현황을 나타낸다. 연도별 

자기주식 총 취득금액은 억원 단위로 기재하였고, 전체 기간에 대한 기업연

(firm-year) 수는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 내역이 있는 기업 수를 단순 합산한 값

이다. 아래의 표에서는 분석대상 표본인 기업연(firm-year) 수를 자기주식 취득

빈도에 따라 저빈도(Infrequent) 및 고빈도(Frequent) 기업군으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 

연도별로 표본 전체의 자기주식 취득 횟수 및 취득금액 대비 비중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

한다. 저빈도 기업군은 연간 월 1～4회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로 구성하였고 고빈도 

기업군에는 연간 월 5회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변수 변수 설명
Infrequent_dummy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연간 월 1∼4회인 경우에는 1,

5회 이상인 경우에는 0
Ln(Total assets) 총자산(단위: 억원)의 로그 변환 값
CAR_dummy 공시 전후 3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CAR(-1,1))의 

크기에 따른 4분위수(CAR quartiles) 가운데 제1분위수에 

해당하면 1, 제4분위수에 해당하면 0
Market-to-book (보통주 시가총액+장기부채+유동성장기부채)/총자산
ROA 영업이익/총자산
Leverage (장기부채+유동성장기부채)/총자산
Cash-to-assets 현금 및 현금성자산/총자산
Stock return volatility 직전 6개월간 주가 수익률 변동성

<표 2> 분석대상 변수선정

아래의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 재무 관련 

변수들은 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고,

Repurch size/MV의 경우에는 월별 자기주식 취득 규모 및 직전 분기 말의 시가

총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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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취득빈도에 따른 요약통계량　

기업특성 표본 전체
취득빈도 차이:

저빈도-고빈도저빈도 고빈도
Total assets 14,111 15,312 4,170 11,100***

(878) (834) (1,376) (-542***)
Market-to-book 1.37 1.36 1.40 -0.039

(1.06) (1.06) (1.14) (-0.080)
ROA 6.49% 6.27% 8.37% -0.021***

(6.00%) (5.91%) (7.38%) (-0.015**)
Leverage 38.93% 39.39% 35.13% 0.043**

(39.36%) (40.01%) (34.51%) (0.055**)
Cash-to-assets 9.57% 9.61% 9.26% 0.004

(6.84%) (6.76%) (7.55%) (-0.008)

<표 3> 요약통계량

  분석대상 표본은 기업연(firm-year) 기준의 관측치로서 분석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로 구성된다. 아래의 표의 

패널A는 표본 전체 및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따른 기업군별 기업 특성에 대한 평균

(중앙값)을 나타낸다. 패널B는 자기주식의 할인(discount) 취득 정도에 따른 그룹별 기

업 특성에 대한 평균(중앙값)을 나타낸다. 자기주식의 할인(discount) 취득 정도는 월별 

자기주식 취득 내역의 75% 이상을 할인 취득했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각의 변수

들은 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고, Repurch 
size/MV의 경우에는 월별 자기주식 취득 규모 및 직전 분기 말의 시가총액을 사용하였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다. 집단 간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변수 변수 설명
Market return 직전 6개월간 시장 수익률
Ln(Number of analysts) 개별 기업을 분석한 투자의견 수
Percent of
analyst downgrades

투자의견 하향조정 수/전체 투자의견 수

Target price dispersion 적정주가의 분산 정도
Change in six-month
average target price

직전 6개월간 평균 적정주가 변화율

Motivation_dummy 취득동기를 자기주식 저평가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에는 1, 기타 목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0
Firm abnormal return 직전 6개월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
Turnover 월평균 주식거래량/발행주식수
Dividend yield 현금배당액/총자산
Repurch size/MV (월별 평균 자기주식 취득단가 × 취득수량)/직전 분기 시가총액
Annual repurch/MV 월별 자기주식 취득 금액의 연간 합계/직전 연도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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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취득빈도에 따른 요약통계량　

기업특성 표본 전체
취득빈도 차이:

저빈도-고빈도저빈도 고빈도
Dividend payout 10.04% 10.71% 4.53% 0.062

(0.04%) (0.04%) (0.00%) (0.0004)
Stock return volatility 3.27% 3.30% 3.04% 0.003*

(3.00%) (3.00%) (3.00%) (0.000**)
Turnover 0.28% 0.30% 0.17% 0.001***

(0.14%) (0.14%) (0.09%) (0.001***)
Repurch size/MV 1.21% 1.25% 0.96% 0.003***

(0.91%) (0.92%) (0.76%) (0.002**)
Annual repurch/MV 3.11% 2.84% 5.35% -0.025***

(2.19%) (1.96%) (4.03%) (-0.021%***)
N 1,087 970 117 　
패널  B. 자기주식의 할인(discount) 취득 정도에 따른 요약통계량

기업특성 표본 전체
75% 이상 할인 취득 차이:

예-아니오예 아니오
Total assets 14,111 15,595 13,637 1,960

(878) (893) (877) (16)
Market-to-book 1.37 1.42 1.34 0.074

(1.06) (1.06) (1.06) (0.000)
ROA 6.49% 6.51% 6.37% 0.001

(6.00%) (5.96%) (5.99%) (0.000)
Leverage 38.93% 38.58% 39.10% -0.005

(39.36%) (39.68%) (39.23%) (0.005)
Cash-to-assets 9.57% 8.68% 9.87% -0.012**

(6.84%) (6.37%) (7.21%) (-0.008*)
Dividend payout 10.04% 15.35% 8.08% 0.073

(0.04%) (0.07%) (0.02%) 0.001
Stock return volatility 3.27% 3.22% 3.29% -0.001

(3.00%) (3.00%) (3.00%) (0.000)
Turnover 0.28% 0.32% 0.27% 0.001***

(0.14%) (0.15%) (0.13%) (0.000***)
Repurch size/MV 1.21% 1.06% 1.27% -0.002***

(0.91%) (0.90%) (0.92%) (0.000*)
Annual repurch/MV 3.11% 2.76% 3.25% -0.005**

(2.19%) (2.00%) (2.30%) (-0.003**)
N 1,087 78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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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 참고 논문인 Dittmar, Field(2014)를 인용하여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 RRP)을 사용한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특정 월에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데 지불한 평균 취득단가(repurchase price, 

RP)를 비교대상기간 중 해당 기업의 시장 평균 종가(comparison price, 

CP)로 나눈 후 1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만약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지불한 평균 취득단가는 시장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다. 즉, RRP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경영진의 마켓 타이밍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면 경영진은 과거 

주가 및 미래 주가 예측치를 모두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저가에 취득

하고자 할 것이다. Dittmar, Field(2014)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RRP를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인 자기주식 취득월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월 

전후 일정기간을 비교대상기간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월(t=0)을 기준으로, 1개월(t=±1), 3개월(t=±3) 및 6개월 전후(t=±6) 

값을 모두 대입하여 각각의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t)을 산출하였다. 

RRP를 산출하는 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Jagannathan, Stephens, and Weisbach(2000)는 주가의 급격한 하락 직후 기업

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Dittmar, 

Field(2014)는 Jagannathan, Stephens, and Weisbach(2000)의 연구 결과와의 

차별성을 두는 동시에 자기주식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자기

주식 공시 이후의 장기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착안하여 미래 예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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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Forward-looking relative repurchase price)을 

정의하였다. 식(1)에서 분모 값인 시장 평균 종가(CP)를 산출할 때 자기주식 

취득이 발생한 시점이 속한 월(t=0)을 기준으로 1개월(t=+1), 3개월 및 6개월 후

(t=+6) 값을 각각 대입하여 각각의 미래 예측치를 반영한 자기주식 취득 상대

가격(RRP0,+t)을 산출하였다. Forward-looking RRP를 산출하는 방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4>는 분석대상 전체 및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의 평균 

및 중앙값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 대한 평균 RRP는 비교 

대상기간별로 모두 음(-)의 값을 보였으며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특정 월에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지불한 평균 단가(RRP0)는 취득 월의 해당 기업의 시장 평균 종가 대비 

0.3% 낮았다. 또한, 비교대상기간으로 설정한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후

까지의 모든 기간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단가는 시장 평균가격 

대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표본에 대한 RRP의 중앙값도 비교대상

기간별로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분석대상 전체기간에 대해서는 

주 참고 논문인 Dittmar, Field(2014)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마켓타이밍 

가설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로만 한정한 경우의 연도별 평균 RRP0를 살펴

보면 2005년, 2008년 및 2010년의 경우에만 마켓타이밍 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교대상기간에 자기주식 취득 이전 및 이후 

기간을 모두 포함한 경우 2004년 평균 RRP±1는 0.19%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하위기간별 RRP±t 평균은 모두 0보다 작았다. 또한, 2004년 및 

2009년 평균 RRP±1를 제외한 모든 결과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대상기간을 자기주식 취득 이후로만 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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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08년 평균 RRP0,+t가 양(+)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하위기간별 

RRP0,+t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비교대상기간에 자기주식 취득 이전 기간을 

포함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연도별 평균 RRP±t 및 RRP0,+t의 

결과치를 비교해보면 비교대상기간을 설정할 때 자기주식 취득 전후 

기간을 모두 포함한 경우(RRP±t)가 자기주식 취득 이후 기간만 고려한 

경우(RRP0,+t) 보다 우월하여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미래 주가 예측보다는 

과거 주가 추이에 기초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표5>는 분석대상 표본을 취득 빈도에 따라 두 개의 기업군으로 나눈 후 

각각의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을 구하고 기업군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저빈도(Infrequent) 기업군은 연간 월 1～4회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로, 고빈도(Frequent) 기업군은 연간 월 5회 

이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로 각각 구성하였다.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낮은 저빈도 기업군에서는 비교대상기간이 취득월 이후 1개월로 한정된 

경우(RRP0,+1)를 제외한 모든 평균 RRP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고빈도 기업군은 비교대상기간 설정할 때 취득월 전후

기간을 모두 포함한 경우(RRP±1, RRP±3, RRP±6)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났다. 취득빈도에 따른 기업군 간의 차이 분석에서는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3개월(RRP0,+3) 및 6개월((RRP0,+6)로 설정한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즉, RRP0,+3 및 RRP0,+6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낮은 기업군이 취득 빈도가 높은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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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취득
횟수

취득월
(t=0)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2004 454 0.75%** 0.19% -1.88%*** -5.88%*** 0.29% -0.38% -2.11%*
(0.32%**) (0.26%) (-1.86%***) (-5.36%***) (-0.05%) (-1.13%**) (-4.52%***)

2005 244 -0.64%* -1.02%** -1.76%** -3.25%*** -2.61%*** -5.54%*** -9.29%***
(-0.35%*) (-0.75%**) (-2.23%***) (-5.30%***) (-1.68%***) (-4.74%***) (-10.43%***)

2006 392 -0.13% -0.87%** -3.28%*** -6.24%*** 0.08% 0.39% 0.21%
(-0.07%) (-0.07%) (-2.07%***) (-4.47%***) (-0.17%) (0.52%) (-0.28%)

2007 386 -0.47% -1.19%*** -2.15%*** -1.82%** -0.57% 0.15% 2.02%*
(-0.09%) (-0.10%**) (-1.08%***) (-1.75%**) (0.01%) (1.33%) (4.05%**)

2008 612 -1.03%** -2.74%*** -6.98%*** -12.04%*** 1.09%* 4.09%*** 5.63%***
(-0.24%**) (-1.30%***) (-5.51%***) (-10.86%***) (0.77%**) (1.65%***) (5.13%***)

2009 205 -0.07% -0.81% -3.49%*** -7.47%*** -2.36%*** -6.60%*** -10.11%***
(0.36%) (-0.21%) (-2.32%***) (-5.63%***) (-1.29%***) (-4.22%***) (-7.79%***)

2010 263 -0.52%* -1.08%*** -1.46%*** -1.93%*** -1.35%*** -2.00%*** -1.29%
(-0.13%) (-0.72%**) (-1.37%***) (-2.37%***) (-0.85%***) (-1.84%***) (-1.79%**)

2011 408 -0.17% -0.92%*** -2.84%*** -5.51%*** -0.09% -0.84% -1.97%**
(-0.14%) (-0.50%***) (-1.93%***) (-4.27%***) (0.05%) (-0.49%) (-1.95%**)

전체 2,964 -0.30%** -1.17%*** -3.35%*** -6.17%*** -0.30%* -0.35% -0.72%*
　 　 (-0.09%) (-0.48%***) (-2.32%***) (-4.81%***) 　 (-0.28%*) (-0.59%***) (-1.79%***)

<표 4>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분석대상 표본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2,964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표는 경영진들의 마켓 타이밍 능력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의 평균(중앙값)을 나타낸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보고 내역)와 취득월 전후의 비교대상 기간(자기
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 3, 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DataGuide 제공)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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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빈도에 따른
기업군 분류

취득월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저빈도 -0.18% -1.12%*** -3.37%*** -6.18%*** 　 -0.31% -0.61%* -1.21%**
(Infrequent) (0.01%) (-0.40%***) (-2.41%***) (-5.24%***) (-0.19%) (-0.62%***) (-2.09%***)
고빈도 -0.69%** -1.30%*** -3.26%*** -6.06%*** -0.26% 0.49% 0.81%
(Frequent) (-0.23%***) (-0.69%***) (-1.92%***) (-3.80%***) (-0.37%) (-0.41%) (-0.74%)

차이:
저빈도-고빈도

0.52% 0.18% -0.11% -0.13% -0.05% -1.10%* -2.03%**
(0.24%**) (0.25%) (-0.56%) (-1.86%) 　 (0.18%) (-0.33%) (-1.61%*)

<표 5> 취득빈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분석대상 표본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2,964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표는 분석대상 표본을 취득 빈도에 따라 

두 개의 기업군으로 나눈 후 각각의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의 평균(중앙값)을 구하고 기업군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보고 

내역)와 취득월 전후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 3, 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DataGuide

제공)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

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기업군 간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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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에 대한 회귀분석

  <표6>은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업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대한 

더미변수(Infrequent_dummy)이다. Infrequent_dummy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연간 월 1∼4회로 저빈도(Infrequent)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기업특성이 R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월 기준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시장 전체의 

마켓타이밍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취득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시장

수익률 변수를 추가하였다. <표5>의 회귀분석은 기업고정효과(firm fixed 

effect) 및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표6>의 회귀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 3개월로 및 6개월로 산정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낮은 저빈도

(Infrequent) 기업군이 고빈도(Frequent) 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

으로만 한정한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 특성 변수 중에서는 ROA, Market-to-book 및 Cash-to-assets이 일부 

비교대상기간에 대한 RR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 3개월 및 6개월로 산정한 경우에는 ROA가 

높을수록 자기주식을 상대적으로 저가에 취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3개월 및 6개월로 산정한 경우에는 

Market-to-book ratio와 Cash-to-assets가 낮을수록 자기주식을 상대적으로 

저가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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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Infrequent_dummy -0.008 -0.017** -0.029*** -0.005 -0.009 -0.022
(0.192) (0.048) (0.006) (0.488) (0.356) (0.102)

Ln(Total assets) -0.017** -0.017 -0.020 -0.011 0.007 0.028
(0.048) (0.126) (0.143) (0.216) (0.623) (0.121)

Market-to-book -0.003 -0.002 0.007 0.008 0.018*** 0.049***
(0.532) (0.749) (0.253) (0.076) (0.004) (0.000)

ROA -0.012 -0.143*** -0.190*** 0.005 -0.072 -0.142*
(0.739) (0.003) (0.001) (0.892) (0.211) (0.067)

Leverage 0.037 -0.003 -0.064 0.045 0.011 -0.077
(0.258) (0.947) (0.220) (0.197) (0.823) (0.266)

Cash-to-assets 0.040 0.022 0.089 0.093* 0.176** 0.316***
(0.399) (0.724) (0.240) (0.067) (0.018) (0.002)

Stock return volatility -0.087 -0.048 0.417 -0.144 0.007 0.733
(0.747) (0.893) (0.335) (0.618) (0.987) (0.198)

Market return 0.010 0.165*** 0.410*** 0.067*** 0.260*** 0.546***
(0.522) (0.000) (0.000) (0.000) (0.000) (0.000)

Intercept 0.384* 0.393 0.483 0.213 -0.312 -0.911*
(0.094) (0.197) (0.189) (0.387) (0.387) (0.060)

R-square 0.226 0.265 0.297 0.263 0.323 0.342
N 2,619 2,619 2,619 　 2,619 2,619 2,619

<표 6>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RRP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는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기업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대한 더미변수(Infrequent_dummy)이다. Infrequent_dummy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

빈도가 연간 월 1∼4회로 저빈도(Infrequent)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와 취득월 전후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 3, 6
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기업특성이 R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월 기준 직전 회계

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시장 전체의 마켓타이밍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취득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시장수익률 변수를 추가하였다. 아래의 회귀분석은 

기업고정효과(firm fixed effect) 및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값은 p-value이다.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 1개월로 산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과 직전 6개월 간의 시장수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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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Dittmar, Field(2014)의 ‘경영진이 

주식시장 침체(market decline) 직후 자기주식 취득에 더 낮은 비용을 지불

한다’는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이는 경영진이 자사 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고 마켓타이밍 전략을 구사함을 

시사한다.

제 2 절 자기주식 취득공시가 RRP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식 취득공시에 따른 초과수익률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보신호

가설, 부의 이전가설, 잉여현금흐름 가설, 경영자의 기회주의 가설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정보신호가설(signaling 

hypothesis)이다. 정보신호가설에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실제 가치가 

시장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고 저평가된 주가를 수정

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경영진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상대

가격(RRP)을 분석함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공시 효과의 영향력을 검증

해보고자 한다.

  <표7>은 자기주식 취득 공시효과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

(RRP)의 평균 및 중앙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Dittmar, 

Field(2014)와 같이 시장모형을 토대로 공시일 전후 3일(-1일∼+1일) 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1,1))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자를 추출한 후 자기주식 취득공시가 이익공시(earnings 

announcement)와 동시에 발생한(concurrent) 경우를 제외한 1,297건을 분석

대상 표본으로 정하였다.4) 그리고 1,297개의 표본을 다시 CAR(-1,1) 발생 

4)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자를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취득 공시일자를 추출한 후, 이를 추가로 수집한 ‘자기
주식취득신고서’의 공시 일자와 대조 검토하였다. 한편, Dittar, Field(2014)는 이익 공시와 
같은 날짜에 자기주식 취득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장 반응이 이익 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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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4개의 집단(25%, 50%, 75%, 100%)

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Q1, Q2, Q3, Q4로 표시하였다. 즉, Q1(Q4)은 CAR이 

가장 낮은(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CAR 발생 크기별(CAR quartiles) 집단이다.

  표본 전체의 누적초과수익률(CAR(-1,1))의 평균(중앙값)은 2.23%(2.24%)

이며 Q1, Q2, Q3, Q4의 평균(중앙값)은 각각 -7.67%(-5.18%), -0.47%(-0.39%), 

2.35%(2.38%), 9.30%(7.25%)로 나타났다. Q1 및 Q4 간 차이(Q4-Q1)의 평균

(중앙값)은 16.97%(12.43%)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CAR 

발생 크기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에서 공시

효과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Q1 및 

Q4 간 차이(Q1-Q4) 분석에서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취득월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대상기간을 산정할 경우 Q1 및 Q4 간 차이(Q1-Q4)의 

평균(중앙값)의 범위는 -4.20%∼-1.26%(-3.67%∼0.55%)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CAR 발생 크기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기

주식을 (취득월 전후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RRP를 산출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만 한정한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Dittmar, Field(2014)에 따르면 미국주식시장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에 따른 CAR 발생 크기와 자기주식 상대가격(RRP)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ittmar, Field(2014)의 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AR 발생 크기와 자기주식 상대가격

(RRP) 간에 부분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미국 및 한국주식시장에서의 공시일과 실제 취득일 사이의 시간 

간격(time gap)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 규정상 한국

에서는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의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Dittmar, Field(2014)는 

평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공시와 실제 공시 간 15개월(중앙값 10

개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의 표본인 1,297개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해당 표본을 모두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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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실제 취득 시작 시점 사이에는 평균 7.6일(중앙값 5일)의 차이  

만이 발생하였다. 이는 CAR이 낮은 기업(Q1)들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공시 시점에서 저평가(mispricing)된 주가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여 

실제 취득시점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표8>은 CAR 발생 크기(CAR quartiles)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6>의 회귀식에 CAR_dummy변수를 

추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즉, 종속변수는 기업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대한 

더미변수(Infrequent_dummy)이다. CAR 발생 크기에 대한 더미변수

(CAR_dummy)는 CAR 발생크기에 따른 4분위수 가운데 제1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1의 값을, 제4분위수 그룹에 해당할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것이다. 

<표8>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주식 취득빈도는 

여전히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 3개월 및 6개월로 산정

할 때 Infrequent_dummy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

으며,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로부터 6개월 이후 기간으로 산정한 경우

에도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CAR_dummy 변수는 비교

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6개월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석 결과

에서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9>는 자기주식 취득동기(motive)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취득신고서’에 기재한 취득동기를 수집하였다. 

Dittmar, Field(2014)는 자기주식의 취득동기를 자사 주식의 저평가(stated 

motivation of mispricing)로 기재한 경우와 저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no stated motivation of mispricing)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원식, 

김수정(2005)을 참고하여 자기주식 취득동기가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및 이익의 주주 환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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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pricing)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주식 취득동기에 자기주식 저평가 및 기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원식, 김수정(2005)의 방법론을 따라 자기주식 

저평가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5) 표본 전체 1,297개의 취득공시 중 

취득동기가 저평가에 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는 1,116건으로 86%의 비중을 

보였고, 기타 목적으로 기재된 경우는 181건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표9>의 패널A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 전후 3일(-1일∼+1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의 평균(중앙값)을 구하고 취득 동기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취득동기별 자기주식 

취득동기를 저평가(mispricing)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기타 

목적을 기재한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보였고, 차이 분석에서도 유의성을 나타냈다. <표9>의 패널B는 취득

동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및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취득동기가 저평가로 기재된 경우에는 비교대상기간이 

취득월 전후를 모두 포함한 경우(RRP±1, RRP±3, RRP±6)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취득동기가 기타 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 

1개월(RRP±1) 및 이후 1개월(RRP+1)로 산정한 경우를 제외한 RRP 평균

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취득동기에의 저평가 기재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에서는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전후를 모두 포함한 RRP 평균에서만 

Dittmar, Field(2014)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얻었다.

5) 자기주식 취득동기에 자기주식 저평가 및 기타 목적이 혼재된 경우를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표9>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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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quartiles CARs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취득월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1Q (하위 25%) -7.67%*** -1.24%*** -3.25%*** -6.97%*** -10.42%*** -0.82%** -1.13%* -1.83%**

(-5.18%***) (-0.48%***) (-2.13%***) (-5.39%***) (-9.62%***) (-0.93%***) (-1.57%***) (-3.26%***)
2Q -0.47%*** -0.01% -0.45%* -1.67%*** -3.66%*** -0.04% 0.47% 1.21%

(-0.39%***) (-0.08%) (-0.21%) (-0.80%***) (-2.52%***) (-0.47%) (-0.33%) (-0.49%)
3Q 2.35%*** 0.08% -0.35% -2.09%*** -4.15%*** 0.11% 0.21% -0.01%

(2.38%***) (0.05%) (-0.14%) (-1.24%***) (-3.37%***) (0.26%) (-0.10%) (-0.40%)
4Q (상위 25%) 9.30%*** 0.02% -0.71%** -2.77%*** -6.39%*** -0.34% -0.67% -1.81%**

(7.25%***) (0.07%) (0.03%) (-2.32%***) (-5.95%***) (-0.03%) (-0.93%**) (-3.48%***)
차이
:1Q-4Q

-16.97%*** -1.26%*** -2.55%*** -4.20%*** -4.03%*** -0.48% -0.46% 0.00%
(-12.43%***) (-0.55%***) (-2.16%***) (-3.07%***) (-3.67%***) 　 (-0.90%***) (-0.64%) (0.22%)

<표 7> 자기주식 취득 공시효과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아래의 표는 시장모형을 토대로 공시일 전후 3일(-1일∼+1일) 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1,1))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자를 추출하여 자기주식 취득공시가 이익공시(earnings announcement)와 동시에 발생한(concurrent)

경우를 제외한 1,297건을 분석대상 표본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1,297개의 표본을 다시 CAR 발생 크기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4개의 집단(25%, 50%, 75%, 100%)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Q1, Q2, Q3, Q4로 표시하였다. 즉, Q1(Q4)은 CAR이 가장 

낮은(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CAR 발생 크기별(CAR quartiles) 집단이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보고 내역)와 취득월 전후의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월을 기준

으로 1, 3, 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DataGuide 제공)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 **, *은 각

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 22 -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Infrequent_dummy -0.013 -0.029** -0.051*** -0.005 -0.009 -0.037*
(0.215) (0.029) (0.002) (0.681) (0.572) (0.080)

Ln(Total assets) -0.010 -0.020 -0.034* -0.002 0.023 0.049*
(0.412) (0.198) (0.075) (0.871) (0.238) (0.054)

CAR_dummy -0.029*** -0.037*** -0.025** -0.014* -0.025** -0.019
(0.000) (0.000) (0.033) (0.094) (0.040) (0.225)

Market-to-book -0.021*** -0.029*** -0.021** -0.005 0.001 0.030**
(0.002) (0.000) (0.036) (0.491) (0.953) (0.024)

ROA 0.022 -0.105* -0.159** 0.096* 0.070 -0.002
(0.647) (0.076) (0.025) (0.063) (0.342) (0.980)

Leverage 0.011 -0.045 -0.106 0.026 -0.006 -0.091
(0.822) (0.448) (0.140) (0.613) (0.939) (0.343)

Cash-to-assets 0.116 0.089 0.093 0.150* 0.202* 0.264*
(0.118) (0.337) (0.405) (0.065) (0.080) (0.078)

Volatility -0.185 -0.637 -0.263 -0.136 -0.263 0.513
(0.631) (0.185) (0.648) (0.745) (0.659) (0.506)

Market return -0.011 0.166*** 0.431*** 0.052** 0.248*** 0.552***
(0.626) (0.000) (0.000) (0.044) (0.000) (0.000)

Intercept 0.272 0.505 0.759 0.069 -0.761 -1.591**
(0.435) (0.248) (0.146) (0.855) (0.158) (0.023)

R-square 0.273 0.335 0.381 0.284 0.347 0.422
N 1,412 1,412 1,412 　 1,412 1,412 1,412

<표 8> 자기주식 취득 공시 효과가 RRP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는 CAR 발생크기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6>의 회귀식에 CAR_dummy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즉, 종속

변수는 기업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

득빈도에 대한 더미변수(Infrequent_dummy)이다. Infrequent_dummy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

빈도가 연간 월 1∼4회로 저빈도(Infrequent)에 해당하는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CAR_dummy는 CAR quartile이 1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1의 

값을, CAR quartile이 4분위수 그룹에 해당할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

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와 취득월 전후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월을 기준으로 1, 3, 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기업특성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월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회귀분석은 기업고정효과(firm fixed 
effect) 및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

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값은 p-val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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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취득동기별 공시일 전후 3일(-1일∼+1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의 평균(중앙값)
취득동기 　 CAR 평균(중앙값) 　 관측 수

자기주식의 저평가 1.30%*** 1,116
(1.28%***)

기타 0.60%* 181
(0.71%**)

차이: 저평가-기타 0.70%* 1,297
(0.57%*)

패널 B. 취득동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취득동기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

취득월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자기주식의 저평가 -0.32%** -1.26%*** -3.60%*** -6.67%*** -0.29% -0.21% -0.51%
(-0.07%) (-0.60%***) (-2.70%***) (-5.38%***) (-0.28%) (-0.73%**) (-1.85%***)

기타 -0.08% -0.58% -1.52%*** -2.35%*** -0.51% -1.54%** -2.74%***
(-0.22%) (-0.23%) (-0.24%*) (-0.78%**) (-0.41%) (-0.21%*) (-1.28%**)

차이: 저평가-기타 -0.24% -0.68* -2.08%*** -4.31%*** 0.23% 1.33%* 2.23%***
(0.17%) (-0.37%) (-2.46***) (-4.6***) 　 (0.13%) (-0.52%) (-0.57%)

<표 9> 자기주식 취득동기에 따른 누적초과수익률(CAR) 및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아래의 표는 자기주식 취득동기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기주식 취득동기가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저평가(mispricing)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자기주식 저평가 및 

기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저평가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패널A는 자기주식 취득 공시일 전후 3일(-1일∼+1일)간의 누적초과

수익률(CAR)의 평균(중앙값) 및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패널B는 취득동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및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보고 내역)와 취득월 전후의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 3, 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DataGuide 제공)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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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내부자 순매수,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가 

RRP에 미치는 영향

3.2.1. 내부자 순매수 정도가 RRP에 미치는 영향

  내부자 거래와 자기주식 취득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논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eyhun(1986)은 내부자가 주가 상승 이전에 자

사 주식을 매수하고 하락 이전에는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

다. Lakonishok and Lee(2001)는 내부자는 자사 주식이 과소(과대)평가되었

다고 판단되면 매수(매도)하는 전략을 이용해 장기성과를 보인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취득 이전의 내부자 순매수 거

래 자료를 이용하여 취득공시에 대한 초과수익률 및 장기성과를 분석하

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태규, 신정순(2014)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거나 자사 주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자사 주식을 매수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임병권, 박순홍, 윤평식(2015)은 자기주식 

취득 이전의 내부자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의 

저평가 신호가 강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이전의 거래가 아닌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서 행해진 내부자 거래의 정도가 

경영진의 마켓타이밍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10>는 내부자 순매수 정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을 나타낸다. Dittmar, Field(2014)에 따르면 내부자 순매수 

비율은 월별 내부자 매수 주식 수에서 매도 주식 수를 차감한 후 이를 

유통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의 월별 매매 거래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월별 내부자 주식 보유 

현황 자료를 추출 및 가공하였다. 따라서 월별 내부자 순매수 비율(Net 

Insider Buy, NIB)은 표본별 최대주주, 주요주주(자사 주식 10% 이상 보유) 

및 임원의 월말 보통주 보유 주식 수에서 월초 보통주 보유 주식 수를 

차감한 후 이를 직전 분기 말 유통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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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 표본을 NIB 크기(NIB quartiles)에 따라 오름

차순으로 정렬한 후 4개의 집단(25%, 50%, 75%, 100%)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Q1, Q2, Q3, Q4로 표시) NIB 크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을 산출하였다.

  <표10>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득월 전후 기간을 모두 포함

하여 비교대상기간을 산정한 경우에는 NIB 크기(NIB quartiles)별 자기

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이 Q2의 RRP±1를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만 한정한 경우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내부자 

순매수 정도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 간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고, 

NIB 크기별 차이 분석(Q4-Q1)에서도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장내에서 매매한 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DataGuide가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상에서는 내부자의 월별 주식 보유 현황을 기초로 분석하여 장내

거래 만을 별도로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6)

3.2.2.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가 RRP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및 시장기대(market 

expectations) 변수가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보비대칭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애널리스트 수

(number of analysts)와 적정주가의 분산 정도(Target price dispersion)를 

사용하였다. 애널리스트의 수는 개별 기업을 분석한 투자의견 수를 

대용치로 사용하였고, 주당순이익 예측치(EPS forecast) 대신 적정주가의 

분산 정도를 사용하였다. 시장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투자

의견 하향 비율(Percent of analyst downgrades), 직전 6개월간 평균 적정

6) 극단치(outlier)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본을 1%와 99% 수준에서 조정
(winsorize)한 후에도 결과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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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화율(Change in six-month average target price) 및 직전 6개월간 

초과수익률(firm abnormal return)을 사용하였다. 직전 6개월 초과수익률은 

취득월 기준 직전 6개월 간 보유기간초과수익률(buy-and-hold abnormal 

return)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 표본은 2004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자기주식 취득 내역이 있는 기업 중 DataGuide에서 투자의견 및 적정

주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제외한 123개로 집계되었다.

  <표11>의 패널A는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가 RR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표8>에서 구성한 회귀식에 

정보비대칭 변수, 시장기대 변수 및 취득동기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기업별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

(RRP)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대한 더미변수

(Infrequent_dummy)이다. CAR_dummy는 CAR quartile이 1분위수에 해당할 

경우 1의 값을, CAR quartile이 4분위수 그룹에 해당할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Motivation_dummy는 표본이 취득동기에 자사주식의 저평가를 

기재한 경우 1을, 기타 목적인 경우 0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정의하였다. 

<표11>의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를 모두 고려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저빈도 더미변수(Infrequent_dummy) 및 CAR 더미변수(CAR_dummy)와 자기

주식 취득 상대가격(RRP) 간의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분석

대상 표본이 2,619개에서 123개로 감소함에 따라 분석 자체의 유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ittmar, Field(2014)에 따르면 미국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공시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실제 자기주식 취득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신호(confirmation signal)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11>의 패널B는 공시 이후 최초 취득일의 취득 내역을 제거한 후 

패널A의 회귀분석을 반복한 결과이다. 추후 <표11> 패널A의 회귀분석

에서 보다 유효한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를 이용한다면 패널B의 

추가분석 또한 보다 유의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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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가격지지(Price support) 가설 검증

  Dittmar, Field(2014)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연구(Keswani, Yang, and Young, 2007) 결과를 인용

하여 유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지지(price support)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들은 유동성 측정지표인 

호가스프레드(bid-ask spread)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호가스프레드의 대용치로 

주식거래회전율(turnover)을 사용하였다.7) <표12>는 주식거래회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회귀 분석 결과이다. 

주식거래회전율은 월평균 주식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태에서 

유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지지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Keswani, 

Yang, and Young(2007)의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7) 윤상용,구본일,엄영호,한재훈(2009), 신민식,김수은(2011) 주성완,엄경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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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순매수

(NIB quartiles)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elative Repurchase Price)

취득월
취득월 기준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1 월 +3 월 +6 월
Q1(강매도) -0.89%** -1.73%*** -3.82%*** -6.42%*** -0.74% -1.02% -1.38%

(-0.05%) (-0.10%**) (-1.61%***) (-4.27%***) (0.29%) (-0.33%) (-2.29%)
Q2(약매도) -0.55% -0.61% -2.05%*** -3.74%*** -0.14% 0.49% 1.99%*

(-0.13%) (0.01%) (-0.83%***) (-2.52%***) (0.21%) (0.33%) (1.33%)
Q3(약매수) -0.33% -1.30%*** -3.21%*** -5.37%*** 0.17% 0.46% 0.37%

(-0.31%) (-0.68%***) (-2.26%***) (-4.23%***) (0.15%) (-0.57%) (-0.94%)
Q4(강매수) -0.64% -1.26%** -3.35%*** -5.48%*** -0.29% -0.10% -0.39%

(-0.18%) (-0.08%**) (-1.78%***) (-3.36%***) (-0.34%) (-0.45%) (-1.20%)
차이
:Q4-Q1

0.25% 0.47% 0.46% 0.94% 0.45% 0.92% 0.98%
(-0.13%) (0.02%) (-0.17%) (0.91%) 　(0.40%) (-0.12%) (1.09%)

<표 10> 내부자 순매수 정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중앙값)

  아래의 표는 내부자 순매수 정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평균

(중앙값)을 나타낸다. 분석을 위해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월별 내부자 주식 보유 

현황 자료를 추출 및 가공하였다. 월별 내부자 순매수 비율(NIB)은 최대주주, 주요

주주(자사 주식 10% 이상 보유) 및 임원의 월말 보통주 보유 주식 수에서 월초 

보통주 보유 주식 수를 차감한 후 이를 직전 분기말 유통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 표본을 NIB 크기(NIB quartiles)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4개의 집단(25%, 50%, 75%, 100%)으로 구분하여(각각을 Q1, Q2, Q3, Q4로 

표시) NIB 크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을 분석하였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

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보고 내역)와 취득월 전후의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3,6개월 

전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DataGuide 제공)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

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
(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

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평균값에 대한 차이 분석에는 t-검정을, 중앙값의 차이 분석에는 

윌콕슨 (비모수) 검정을 각각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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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전체  표본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Infrequent_dummy 0.734 0.099 0.129

(0.130) (0.298) (0.345)
Ln(Total assets) -0.031 0.106 0.118

(0.807) (0.673) (0.744)
CAR_dummy 0.014 -0.014 -0.062

(0.686) (0.837) (0.538)
Market-to-book -0.089** -0.133* -0.118

(0.016) (0.065) (0.245)
ROA 0.625 0.390 0.072

(0.236) (0.709) (0.962)
Leverage 1.423** 3.030*** 4.310***

(0.012) (0.008) (0.009)
Cash-to-assets 1.736*** 2.886** 3.501*

(0.009) (0.026) (0.055)
Stock return volatility -4.909 -4.271 -4.145

(0.292) (0.644) (0.755)
Market return -0.003 0.123 0.310

(0.978) (0.603) (0.363)
Ln(Number of analysts) -0.081* -0.071 -0.009

(0.097) (0.453) (0.948)
Percent of analyst downgrades 0.352 0.541 0.672

(0.120) (0.228) (0.294)
Target price dispersion 0.481** 0.812** 1.141**

(0.017) (0.041) (0.045)
Change in six-month average target price 0.104 0.329 0.499*

(0.298) (0.107) (0.088)
Stated motivation of mispricing 0.021 0.164 0.385

(0.815) (0.359) (0.138)

<표 11> 정보비대칭 및 시장기대 변수가 RRP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의 패널A는 전체 표본에 대해 정보비대칭 변수, 시장기대 변수 및 취득동기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즉, 종속변수는 기업별 자기

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월별 관측치이며 독립변수는 자기주식 취득빈도에 대한 더미

변수(Infrequent)이다. Motivation_dummy는 표본이 취득동기에 자사주식의 저평가를 기재한 

경우 1을, 기타 목적인 경우 0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정의하였다. 패널B는 공시 이후 최초 

취득일의 취득 내역을 제거한 후 패널A의 회귀분석을 반복한 결과이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와 취득월 이후 비교대상 기간

(자기주식 취득 월을 기준으로 1,3,6개월 이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를 

비교한 것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월(firm-month)을 기준으로 ‘(취득월의 평균 

자기주식 취득 단가)/(비교대상기간의 평균 종가) - 1’로 측정한다. 기업특성 변수에는 자기

주식 취득월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회귀분석은 기업고정효과

(firm fixed effect) 및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값은 p-val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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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전체  표본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Firm abnormal return -0.085 -0.210 -0.914

(0.783) (0.727) (0.310)
Intercept -0.023 -4.828 -6.540

(0.995) (0.477) (0.502)
R-square 0.296 0.352 0.431
N 123 123 123
패널B:  공시 이후 최초 취득일을 제외한 표본

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Infrequent_dummy 0.050 -0.029 -0.052
(0.497) (0.832) (0.783)

Ln(Total assets) -0.032 0.035 0.070
(0.841) (0.907) (0.864)

CAR_dummy 0.008 -0.023 -0.073
(0.857) (0.788) (0.543)

Market-to-book -0.086* -0.146* -0.118
(0.066) (0.088) (0.308)

ROA 0.634 0.320 0.181
(0.351) (0.797) (0.917)

Leverage 1.342* 2.552* 3.411*
(0.065) (0.059) (0.069)

Cash-to-assets 1.570 2.559 2.305
(0.105) (0.151) (0.344)

Stock return volatility -4.740 -5.631 -5.060
(0.423) (0.606) (0.739)

Market return -0.005 0.110 0.251
(0.970) (0.660) (0.474)

Ln(Number of analysts) -0.066 -0.012 0.129
(0.303) (0.919) (0.432)

Percent of analyst downgrades 0.323 0.312 0.207
(0.283) (0.571) (0.787)

Target price dispersion 0.499* 0.900 1.453*
(0.099) (0.109) (0.066)

Change in six-month average target price 0.115 0.250 0.367
(0.404) (0.333) (0.307)

Stated motivation of mispricing 0.029 0.283 0.478
(0.845) (0.306) (0.217)

Firm abnormal return -0.187 -0.401 -1.339
(0.618) (0.565) (0.176)

Intercept 0.013 -2.783 -4.896
(0.998) (0.723) (0.654)

R-square 0.252 0.349 0.428
N 115 1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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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월 기준
+1 월 +3 월 +6 월

Infrequent_dummy 0.078 0.083 0.077
(0.115) (0.387) ().469)

Ln(Total assets) -0.026 0.093 0.093
(0.835) (0.710) ().792)

CAR_dummy 0.008 0.004 -0.026
(0.820) (0.957) (0.792)

Market-to-book -0.089** -0.136* -0.123
(0.018) (0.060) (0.214)

ROA 0.593 0.489 0.265
(0.268) (0.640) (0.856)

Leverage 1.499** 2.789** 3.842**
(0.011) (0.016) (0.017)

Cash-to-assets 1.732*** 2.900** 3.528**
(0.009) (0.025) (0.049)

Stock return volatility -4.566 -5.343 -6.231
(0.336) (0.566) (0.632)

Market return -0.007 0.135 0.334
(0.952) (0.568) (0.316)

Ln(Number of analysts) -0.078 -0.079 -0.024
(0.114) (0.405) (0.854)

Percent of analyst downgrades 0.346 0.560 0.710
(0.132) (0.212) (0.258)

Target price dispersion 0.472** 0.839** 1.195**
(0.021) (0.036) (0.033)

Change in six-month average target price 0.116 0.291 0.426
(0.261) (0.157) (0.139)

Stated motivation of mispricing 0.044 0.092 0.245
(0.649) (0.628) (0.358)

Firm abnormal return -0.075 -0.242 -0.976
(0.811) (0.697) (0.268)

Turnover -0.078 0.245 0.475
(0.506) (0.297) (0.153)

Intercept -0.203 -4.264 -5.443
(0.953) (0.529) (0.567)

R-square 0.277 0.324 0.372
N 123 123 123

<표 12> 주식거래회전율이 RRP에 미치는 영향

  아래의 표는 주식거래회전율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RRP)의 
회귀 분석 결과이다. 주식거래회전율(turnover)은 월평균 주식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주식 취득 상대가격은 기업이 특정 월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평균 
단가와 취득월 이후 비교대상 기간(자기주식 취득 월 기준 1,3,6개월 이후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 평균 시장 종가를 비교한 것이다. 기업특성 변수에는 자기주식 취득월을 기준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료를 이용하였다. 아래의 회귀분석은 기업고정효과(firm fixed effect) 및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값은 p-valu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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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성과 분석

  본 절에서는 Fama-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장단기 성과(post-repurchase 

returns)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가능하다면 자기

주식 취득 이후 보유기간(3,6,12,24,36개월의 기간을 각각 가정) 동안 양(+)의 

초과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는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로서 달력시점 포트폴리오(calendar-time portfolio)를 추정하여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 기간의 매월마다 당월 및 3,6,12,24,36개월 이내 

자기주식 취득 내역이 있는 기업을 모두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즉, 자기주식 취득 월에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표본은 보유기간(3,6,12,24,36

개월) 동안 유지되도록 하였다. 자기주식 취득 월의 수익률은 해당 월의 

취득 평균 단가와 월말 종가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보유기간

(3,6,12,24,36개월) 중 수익률은 월평균 종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포트

폴리오는 매월 재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시계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바탕으로 Fama-French(1993)의 3요인인 RMRF, SMB, HML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행하였다.

  기업규모 요인(SMB) 및 장부가/시장가 요인(HML)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달력시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표본을 시가

총액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위 50%와 하위 50%에 속하는 기업들로 2개의 

포트폴리오(Big, Small)를 구성하였다. 또한 장부가/시장가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에 속하는 기업들로 2개의 포트폴리오(Value, Growth)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업규모 기준 2개의 집단과 장부가/시장가 기준 

2개의 집단을 서로 교차하여 4개의 표본 집단(BV, BG, SV, SG)을 구성하였다. 

기업규모 요인은 (SV+SG)의 평균에서 (BV+BG)의 평균을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장부가/시장가 요인은 (SV+BV)의 평균에서 (SG+BG)의 평균을 차감하여 구했다. 

시장위험(RMRF) 요인은 월별 시장수익률에서 월별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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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pt RMRF SMB HML Adj R2

패널A. 전체 표본
3개월 -0.383*** 0.056*** -0.061* 0.027 0.211
6개월 -0.414*** 0.056*** -0.061** 0.046** 0.232
1년 -0.372*** 0.056*** -0.027 0.052*** 0.224
2년 -0.402*** 0.060*** -0.029 0.050*** 0.228
3년 -0.397*** 0.053*** -0.030** 0.051*** 0.172
패널B. 취득 빈도에 따른 하위 표본
3개월
Infrequent -0.351*** 0.057*** -0.053 0.024 0.214
Frequent -0.453*** 0.054*** -0.071 0.037 0.189
6개월
Infrequent -0.392*** 0.057*** -0.037 0.055** 0.225
Frequent -0.463** 0.055*** -0.117** 0.022 0.246
1년
Infrequent -0.368*** 0.058*** -0.011 0.059*** 0.230
Frequent -0.379*** 0.051*** -0.065* 0.037 0.206
2년
Infrequent -0.383*** 0.064*** -0.010 0.054** 0.239
Frequent -0.468*** 0.051*** -0.098** 0.034 0.194

<표 13> Fama-French 회귀 분석

  아래의 표는 기업월(firm-month) 표본에 대해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해 

장단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초과수익률로서 

달력시점 포트폴리오(calendar-time portfolio)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 

기간의 매월마다 당월 및 3,6,12,24,36개월 이내 자기주식 취득 내역이 있는 모든 

기업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즉, 자기주식 취득 월에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표본은 보유기간(3,6,12,24,36개월) 동안 유지되도록 하였다. 자기주식 취득 월의 수익률은 

해당 월의 취득 평균 단가와 월말 종가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보유기간

(3,6,12,24,36개월) 중 수익률은 월평균 종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포트폴리오는 매월 재구성

하였으며, 기업규모 요인(SMB) 및 장부가/시장가 요인(HML)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달력시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표본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위 

50%와 하위 50%에 속하는 기업들로 2개의 포트폴리오(Big, Small)를 구성하였다. 또한 장부가

/시장가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에 속하는 기업들로 2개의 포트폴리오(Value, 
Growth)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업규모 기준 2개의 집단과 장부가/시장가 기준 2개의 

집단을 서로 교차하여 4개의 표본 집단(BV, BG, SV, SG)을 구성하였다. 기업규모 요인은 

(SV+SG)의 평균에서 (BV+BG)의 평균을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장부가/시장가 요인은 

(SV+BV)의 평균에서 (SG+BG)의 평균을 차감하여 구했다. 시장위험(RMRF) 요인은 월별 

시장수익률에서 월별 무위험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였고, 추정된 절편값(Intercept)은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abnormal performance)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패널A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패널B∼패널F는 각각 취득빈도, CAR 발생크기, 취득동기, 직전 6개월 

수익률, 3개월 이후 시장 평균 가격 대비 할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하위 표본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 **, *은 각각 1%, 5%, 10%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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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pt RMRF SMB HML Adj R2

3년
Infrequent -0.399*** 0.050*** -0.027* 0.052*** 0.171
Frequent -0.389*** 0.049*** -0.038 0.048** 0.177
패널C. 취득 공시에  따른 CAR 발생 크기에 따른 하위 표본
3개월
Low CAR -0.448*** 0.063*** -0.139** -0.002 0.244
High CAR -0.310*** 0.050*** 0.027 0.060* 0.181
6개월

Low CAR -0.463*** 0.064*** -0.123*** 0.014 0.269

High CAR -0.354*** 0.049*** 0.009 0.077** 0.192
1년
Low CAR -0.387*** 0.057*** -0.022 0.067** 0.229
High CAR -0.346*** 0.056*** -0.023 0.041* 0.216
2년
Low CAR -0.415*** 0.065*** -0.064* 0.041* 0.240
High CAR -0.396*** 0.055** -0.007 0.057** 0.213
3년
Low CAR -0.413*** 0.054*** -0.043** 0.046** 0.172
High CAR -0.376*** 0.050*** -0.012 0.057*** 0.173
패널D. 취득 동기에 따른 하위 표본
3개월
Stated mispricing -0.378*** 0.057*** -0.050 0.036 0.216
None -0.457*** 0.047*** -0.162 -0.043 0.147
6개월
Stated mispricing -0.413*** 0.055*** -0.052* 0.058** 0.226
None -0.382*** 0.068*** -0.135 -0.061 0.274
1년
Stated mispricing -0.378*** 0.056*** -0.025 0.056*** 0.227
None -0.293*** 0.058*** -0.043 0.007 0.189
2년
Stated mispricing -0.405*** 0.059*** -0.018 0.059*** 0.218
None -0.305*** 0.067*** -0.080 -0.022 0.321
3년
Stated mispricing -0.398*** 0.052*** -0.024* 0.058*** 0.170
None -0.371*** 0.057*** -0.070* -0.002 0.196
패널E. 직전 6개월 수익률에 따른 하위 표본
3개월
Negative -0.365*** 0.056*** -0.041 0.036 0.203
Positive -0.411*** 0.057*** -0.085 0.016 0.210
6개월
Negative -0.411*** 0.059*** -0.074** 0.035 0.238
Positive -0.421*** 0.053*** -0.048 0.062* 0.214
1년
Negative -0.395*** 0.059*** -0.064** 0.030 0.231
Positive -0.338*** 0.053*** 0.016 0.08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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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pt RMRF SMB HML Adj R2

2년
Negative -0.407*** 0.058*** -0.024 0.058** 0.211
Positive -0.391*** 0.063*** -0.036 0.035 0.250
3년
Negative -0.408*** 0.053*** -0.036* 0.048*** 0.159
Positive -0.377*** 0.052*** -0.020 0.054*** 0.196
패널F. 3개월 이후 시장 평균 가격 대비 할인 여부에 따른 하위 표본
3개월
Repurchased at discount -0.478*** 0.058*** -0.048 0.004 0.215
Repurchased at premium -0.287*** 0.054*** -0.046 0.052 0.201
6개월
Repurchased at discount -0.474*** 0.062*** -0.072* 0.019 0.264
Repurchased at premium -0.353*** 0.051*** -0.040 0.070** 0.203
1년
Repurchased at discount -0.404*** 0.058*** -0.036 0.044* 0.233
Repurchased at premium -0.344*** 0.056*** -0.015 0.061** 0.215
2년
Repurchased at discount -0.424*** 0.055*** -0.004 0.066** 0.222
Repurchased at premium -0.387*** 0.064*** -0.051 0.039* 0.234
3년
Repurchased at discount -0.402*** 0.053*** -0.047** 0.029* 0.199
Repurchased at premium -0.391*** 0.053*** -0.014 0.070*** 0.157

  <표13>은 기업월(firm-month) 표본에 대해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해 장단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패널A는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패널B∼패널F는 각각 취득빈도, CAR 발생크기, 취득

동기, 직전 6개월 수익률, 3개월 이후 시장 평균 가격 대비 할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하위 표본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13>에서는 각 보유

기간(3,6,9,12,24,36개월) 가정별 전체 및 하위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모두 음(-)의 초과수익률(alpha)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의 저가 취득이 장단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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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마켓타이밍 가설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경영진이 

정보비대칭 또는 가격결정오류(mispricing)를 이용하여 기업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신주발행 의사결정을 내릴 유인이 존재하며,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유인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마켓타이밍 가설은 자본구조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

에서 출발하여 2000년 이후 자기주식 취득 이슈와 관련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기주식 취득과 마켓

타이밍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경영진의 마켓타이밍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Dittmar, Field(2014)를 주 참고논문으로 정하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

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

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적으로 경영진은 시장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식 취득빈도가 

낮은 기업군에서 특히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주식 취득공시에 대해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인 

기업군이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인 기업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대상기간을 취득월 

이후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내부자 

순매수 정도, 정보 비대칭성 및 시장기대 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장단기 성과 분석 결과 모두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여 한국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의 저가 취득이 장단기 성과로 이어

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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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마켓타이밍 가설에 대한 논의를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주제로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동기는 자사 주식의 저평가 

이외에도 배당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취득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자기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고 취득 동기가 자사 주식의 저평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취득

빈도에 따른 기업군 분류 및 취득 동기에 따른 분류 시 표본이 

편중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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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n managers time the market in the 

Korean stock market?

:Evidence using repurchase price data

Jueon Par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ased on a data set of South Korea repurchases from 

2004 to 2011 to examine whether management can time repurchases 

relative to their fimrs' own stock price. By comparing the actual 

average price paid monthly in a repurchase with the average market 

price for the same stock, I test the ability of management's market 

timing and with the test results, I analyze post repurchase short and 

long term return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 average, management repurchases stock at a lower price 

than the average market price, and in the group of infrequent 

repurchasers it showed the significant results. But by confining the 

comparison period after the repurchase, i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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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management with negative announcement return 

repurchases stock at a lower price than the management with positive 

announcement return. But by confining the comparison period after the 

repurchase, i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urthermore, 

the test results with insider net buy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ket expect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nalyzing post-repurchase returns utilizing Fama and 

French(1993) regressions, it shows a negative alpha. With this result, 

I find that lower price paid in repurchase doesn't result in short and 

long term returns afterward.  

Keywords : Market Timing, Stock Re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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