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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증권사의 매수추천정보에 대하여 정보비대청성과 후자자성숙도에 따라 투자 

자별 투자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또 투자행태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로 나타나는지훌 살펴 

보았다 증권사의 매수추천총목에 대한 매도제한규제훌 전후하여 투자자별로 후자전략올 

고려한 후의 투자행태와 성과는 다옴과 갈은 차이훌 보였다 매도제한규제 이전에는 투 

자자들이 증권사의 추천정보에 긍정적인 반웅옳 보였다고 할 수 없었으나， 매도제한규제 

이후에는 개인 및 외국인투자자가 긍정적인 반용율 보인반연 정보수준 및 투자자성숙도가 

높은 기관투자자는 뚜렷한 투자행태의 차이률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매도규제 이전에는 외 

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후자자볕 성과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그러 

나 매도규제 이후에는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냥으며 성과의 차이는 매도 

규제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증가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주식의 수익률과 양(+ )의 상관관계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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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투자자별로 다른 행위적 특징과 투자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성 (informatìon asymmetry)과 투자지정숙도(investor 

sophìstication) 두 관점에서 투자자별 투자행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다른 점은 사적정보를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적정보를 내 

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개된 정보(pub1ic information)인 증권사의 추천정 

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추천정보의 특징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활동 

이 기존의 공개된 정보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사적정보의 탑색활동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증권사의 추천정보는정보비대청성과투자자성숙도측면에서 투자자별로다르 

게 인식될 수 있으며， 정보인식의 차이는 투자행태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추천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정보분석능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Odean ( 1998)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은 계속 보유하 

고， 성과가 좋은 주식은 즉시 현금화하려는 경향을 가진 반대매매전략을 따름을 보였 

다- 반면에 Lakonishok. Sh1eifer. and Vishny (1 994)는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 

자와 마찬가지로 추세거래자임을 의미하는 결과랄 바탕으로 위의 연구결과와는 상반 

된 견해를 보였다. 

Grinb1att. Titman and Wermers( 1995) ‘ Wermers (1999)는 뮤추얼펀드 
때니저들이 추세전략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관투자자가 추세추종전 

략을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로는 Gompers 

and Metrick (1 998)의 연구로서 기관투자자도 반대매매전략을 따른다는 것을 보 

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를 국내 기관투자자와 함께 기관투자자로 취 

급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를 국내기관투자자와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 

만 연구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추세전략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비대칭성과 투자자성숙도 측면에서 투자자별 투자행태와 성과평가를 다룬 기 

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ul‘1a and Inwegen (1 995)은 미국에 투자하 

는 미국 뮤추얼펀드와 영국 뮤추얼펀드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투자자의 성숙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보비대청성이 투자자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은 연구에서 영국 뮤추얼펀드의 낮은 성과는 그들이 정보와 관계 (re1ationship) 측 

면에서 미국 뮤추얼펀드에 비해 열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내렸다. Brennan 

and Cao (1 997)는외국인투자자는자신의 정보열위를극복하기 위하여 추세추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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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올 사용한다는 결과훌 보여주고 있다. 이률온 이론쩍 모렐로부터 실체로 미국의 

해외투자가 전기의 수익활과 양의 상관관계훌 갖고 있용융 보여주었다. 

이러한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올보이는견해률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은 기관투자자이며 이들은 국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보다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 

이 뛰어나며 국제적으로 사용 가놓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성숙도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 

자자보다 높기 때문에 정보수준이 같다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은 성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Grinblatt and Keloharju(2000)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핀란드의 대기업올 분석대상으로 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간의 정보버 

대칭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투자자성숙도가 투자자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였 

다 그결과투자자성숙도가높온외국인투자자가국내투자자보다더 높은성과를거두 

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추세추종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올 내렸다. 

만일 증권사의 매수추천이 정보내용물Cinformation content)에 근거하고 있다 

면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웅올 보일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사적정보에 대하여 정보열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이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증권사의 추천 

에 의존하는 투자행태를 보일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성숙도는 높은 수 

준이지만 국내 투자자에 비하여 정보열위에 있기 때문에 사적정보에 대한 접근능력 

이 뛰어난 증권사의 추천정보에 의존하는 투자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지연되어 나타날 것이다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증권사 추천정보의 예측력은 매수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규제를 전후로 차이를 보였으며， 투자자별 투자행태 또한 차이롤 보였다. 증권사의 

매수추천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중권사의 추천정보에 대하여 유 

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매수추천정보에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매도규제 이후에는 개인과 외국인투자자 

가 매수추천정보에 긍정적인 반웅을 보였다.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매도규제 이전에 

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자별 성과의 차이도 존재하였 

다. 매도규제 이후에는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의 차이는 

매도규제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외국인투자자 

의 소유지분증가는 주식의 수익률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Odean(1998). Daniel. Hershleifer. and Subrahmanyam (1 998)온 애널리스트의 추천과 
같은 공개된 정보에는 투자자들의 반용이 지연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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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및 표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111 장에서는 실중분석올 위한 가젤 및 연구방법론을 다루었 
으며，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자료 및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추천종목은 247>> 증권회사가 일별， 주별 단위로 발간하는 

투자정보지에서 선정하였다 2) 사건연구(event study)의 기간올 2주로 하였기 때 

문에 사건연구 기간이 겹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 4월 

부터 2001년 8월까지이다. 증권거래소(KSE)에 상장된 주식만올 대상으로 하였으 

며. KOSDAQ주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매수추천올 낸 해당 증 

권사에 대하여 매수추천 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인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두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하부기간 1은 2000년 4월부터 2000년 12 

월까지이고 하부기간 2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이다 3) 

분석대상이 되는투자자별 투자행태는증권거래소의 자료를사용하였다. 증권거래 

소의 자료는 투자자 유형을 증권회사， 보험， 투신， 은행， 종금， 기금， 국가， 개인， 

외국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각의 일별 매도 · 매수 거래량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를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자로 나누고 있으며 , 추천종목 

을 발표하는 증권사의 투자행태도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함께 분석하였다. 일별가격 

과 시장가치는 Data Stream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에는 분석에 사용된 추천종목의 요약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추천회 

수는 하부기간 l에서는 2877>> 기업이 총 1188회 매수추천을 받았고 하부기간 2에 

서는 29171업이 총 1561 회의 추천을 받았다. 명균적인 추천회수는 하부기간 1에서 

는 약 66회였으며， 하부기간 2에서는 약 71회였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하부기간 

1에서는 대형주가 76.18%. 중형주 14.73%. 소형주 9.09%의 비율을 보였고. 하 

부기간 2에서는 대형주가 75.02%. 중형주18.64%. 소형주 6.34%의 비율로 추천 

을받았다 

2) 추천종목에 대한 정보률 제공하는 http://gachi. net 에서 자료훌 구했다. 
3)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얘 대해 계도기간으로 성정한 2001년 1월울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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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분석대상표본에 대한 기술톨계량 

표에서 기업의 규모는 2000년 12월말율 키훈으로 하여 시가총액 상위 1 우|에서 200위 
까지는 대형주로 400위까지는 중형주， 그 이하는 소형주로 분휴하였다. 

(2때년하 4부월기-2간에년 112월) (2001년 하 l부훨기-20간012년 8월) 
지(일속) 규모별 추천회수 추천기관 추천회수 爾/1 잉 형 형 

대 주 중 주 소앵주 

추천회수 평기균간지(일촉) 규모별 추천회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KGI 증권 64 12.23 57 6 60 14.50 51 7 2 
LG중권 109 9.79 93 13 3 131 8.45 106 15 10 
SK증권 51 12.02 30 11 10 97 12.24 57 22 18 
교보증권 110 6.17 75 30 5 
굿모닝증권 62 18.37 54 8 
대신증권 93 11.05 58 30 5 
대우증권 131 9.82 105 23 3 
동부중권 37 27.32 31 5 
동양증권 97 7‘ 35 77 16 4 
동원층권 49 16.10 35 7 7 44 22.43 36 6 2 
인포스탁 59 10.69 26 7 2 
메리츠증권 35 23.60 53 5 3 11 8.36 10 
삼성증권 61 15.79 33 2 110 14.74 95 11 4 
서윷증권 36 15.81 42 12 9 54 15.41 41 9 4 
셰총증권 63 18.84 36 5 2 43 27.63 30 6 7 
신영증권 43 18.21 67 13 6 43 17.63 28 12 3 
신한증권 86 11.03 49 5 5 97 10.35 72 20 5 
일은증권 54 7.48 33 10 11 63 12.40 42 14 7 
하나증권 126 7.95 92 21 13 85 13.18 68 12 5 
한빛증권 113 6.46 68 25 20 26 8.15 17 7 2 
한양증권 91 12.15 64 17 10 84 14.17 43 32 9 
한국투신 52 10.44 48 4 
한화증권 75 11.52 64 7 4 23 4.96 21 
현대투신 21 18.10 15 5 60 9.80 54 5 
명균 66 13.23 50.28 9.7 6.35 70.95 13.39 53.2 14 4.7 

분석대상 : 283 기업(1188회) 폴석대상 : 291 기업 (1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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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누적초과수익훌(CAR)에 의한 추천정보의 예측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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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론 

1 . 가설설정 

본 연구는 증권사 추천정보에 대한 투자자별 투자행태와 성과명가를 위하여 분 

석기간을 증권사의 매수추천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전후로 구분하였다. <그림 1) 

에 의하면 매수추천에 대한 매도규제를 전후로 추천정보의 예측력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하부기간 l에서는 추천일 이후 누적초과수익률(CAR)이 약 30 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부기간 2에서는 추천일 이 

후 약 20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이 상승하였으며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추천정보의 예측력 변화에 대한 투자자 

별 투자행태의 변화와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올 설정하였다. 

〔가설 1] 증권사의 매수추천 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전과 이후의 투자자별 투자 

행태는 차이가 없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추천에 대하여 정보내용물이 있을 때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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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옹올 보일 것이다. 증권사가 자사보유 종목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추천올 내 

는 것은 잡음이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규제 

함으로써 증권사의 추천정보에 포함된 잡음은 줄어들 것이다. 증권사의 매수추천 

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후 증권사의 추천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활 것이라 

고 믿는다면 투자자별 투자행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증권사 추천종목에 대한 투자자별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수준과 투자자성숙도에 따라 투자종목의 선택능력이 다룰 것으로 보 

았다. 특히 매수추천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전의 투자자별 성과는 종목 선택능 

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매수추천에 대한 매도규제 이후 추천 

정보에 잡음이 줄어든다면 성과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셜 3) 외국인의 거래증가는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은 2000년 초 2 1.4%에서 

2001년 초에는 30.18%. 2001년 9월에는 35.52%까지 증가하였다 Kang 

and Stulz (1 997)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치분증가는 주식 
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기 

간에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외 소유지분율의 

증가는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상숭시켰을 것으로 보았다. 

2. 연구방법론 

2.1 투자자벌 투자행태4) 

본 연구에서는 매수비율Cbuy rati이， 매도비옳CseU ratio). 소유지분변동율 

(ownership change ratio)올 사용하여 투자자별 투자행태률 분석하였다. 각 
투자자의 일별 매수비율은 당일의 투자자별 일별매수량올 당일의 전체 매수량으 

4) Choe. Kho. and Stu!z(200 1)의 방법론율 사용하였다. 



104 증권·금융저널 

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일별 매도비율은 당일의 투자자벌 일별매도량을 당일의 

전체 매도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투자자의 일별 소유지분변동율은 당일의 

추천종목에 대한 투자자별 순매수거래량(매수거래량 - 매도거래량)을 당일의 발 

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j는 각 투자자유형을 나타내며 . t는 매 거래일 

을 나타낸다. ) 

Buy Ratioi. t = 
BUyVO/umei. ’ 
월Buy Volume i. t 

S'e//Vo/umei t 
Sell Ratioi. t = _L ‘ ’ 

2,; SetlVo/;μmei_t 

Aret Buy Vo/ume i.t 
Owneηhip chaη.ge ratio i. t = Number 01 shaγ'es outstaηdi껴.g;， t 

2 ,2 투자자벌 성과평가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반웅이 사건일로부터 4 거래일 동안 지연된 것으로 보 

았다. 또한 투자자별 투자전략의 추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천종목올 사건일 전 

후 4일간의 평균 소유지분 변동율의 차이가 양(+ )인 종목과 음(-)인 종목으로 

나누고， 이들 종목 중에서 상위 250 종목만올 대상으로 하였다. 초과수익률은 시 

장모형 (market model)올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R í,t= ai+ β;Rm ， t+ Ei. t 

ARi.t= Ri, t- (a;+ β;Rm.t> 

Ri,t 추천종목 i의 t시점에서의 일별 수익률 

Rm./ t시점에서의 종합주가지수의 일별 수익률 

ARi,t : t시점에서의 추천종목 j의 초과 수익률 

ι+β;Rm" t시점에서의 추천종목 i의 기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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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추천종목의 성과는 사건일 이후 5 거래일부터 60 거래일까지의 초과수익 

률의 보유기간수익률(HPAR : Holding Period Abnormal Return)로 계산하 
였다 투자자별 성과(Average HPAR)는 명균 소유지분 변동올 상 · 하위 250 
종목에 대한 초과수익률의 보유기간수익률을 평균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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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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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Rj : 추천종목 i의 3개월 간의 보휴기간초파수익률 

AHPARj : 투자자 그룹 j의 평균보유기간초과수익률 

2.3 외국인소유지분증가의 영향 

외국인의 주식소유지분증가와 기대수익흘간의 관계는 다옴과 같은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거래당일의 수익롤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 

로는 거래당일의 각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변동옳 및 로그 시장가치를 

사용하였다 Kang and Stulz (1 997)의 연구에서는 실제 외국인투자자의 소유 

지분율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당일의 소유지분 변동율을 사용하였다. 

r ,.t= at+ ßO.t. 외국인소유지분변동율 i.t + ßu. log (시장가치 t, t) + et, t 

N. 실증분석결과 

1 . 투자자벌 투자행태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표 2)의 Panel A와 B에 의하면 증권사의 추천일(사건일)을 전후로 개인투 
자자는 반대매매전략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추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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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규제 이전 기간의 투자자벌 투자행태에 대한 싫증분석결과 
투자자벌 일별 매쩌율은 각 투자}별 일벌 매수랑융 일벌 전체 매수량으로 나누어 계핸}였으며， 매도비율은 각 투자자벌 
일별 매도량올 일별 전체 매도량으로 나순 값이다 ( -5， -2)는 추천 전일옳 뺀 4일간의 평균소유지분변동율옳 나E때며， (0, +3) 
은 추천당일부Ej 4일간의 평균소유지분변동율올 나타낸다 추세조정 이후는 이 두 값의 차.01로부터 구해진 걸과이다 

Paηel A.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전의 투자자별 일별매수비율 (2뼈L여-2때 12. 빈도수 1188) 

U녕 0-4 0-3 O-~ 0-1 00 0+1 0+2 0+3 0+• O+j 1 -5.낀 10.+31 추세조성 
o1￥ 

개 인 0.7398 0.7372 0‘7331 0.7316 0.7327 0.7457 0.7426 0.7401 0.7376 0.7312 0.7325 0.7354 0.7415 0，(애59 

외국인 0.0735 0.0691 0.0760 0.0775 O.애59 0.0724 0.0726 0.0732 0.0751 0.0743 0.0781 0.0740 0.0733-0 때07 

기 관 0.1867 0.1938 0.1909 0.1009 ι1814 0.1819 ι1849 0‘ 1867 0.18η 0.1945 0.1894 0.1906 0.1852 -0.0052 

증권사 O떠08 0.0325 O.때3 0.0떠1 0.0300 0.0잃 1 때07 0.0왜7 0.0300 0.0313 O.때21 O.떠25 0.0299 -0_때26 

투자자별 매수비율에 대한 t-value 

개 인 95.96 94.70 94.04 92.66 92.15 96.61 95.17 94.54 93.55 92.04 91.12 102.50 103.29 1.82 

외극인 17.89 17.77 18.58 18.57 19.23 18.71 17.80 17.78 17.91 17.82 18잃 21.45 21펴 -0.29 

기 관 32.24 32.07 32.17 31.43 31.44 30.47 31.30 31.20 31.22 31.38 30.96 36.65 35.48 -1.73 

증권사 16.30 17.25 17.04 15.98 16.57 16.57 18.47 17.84 16.99 16.71 16.07 22.31 23뼈 2.18 
Panel B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전의 투자자별 일별매도비율 (2000.04-2000.12, 빈도수 1188) 

개 인 0.7678 0.7641 0.7652 0.7734 0.7800 0.7823 0.7813 0.7769 0.7699 0.7719 0.7660 0.7676 0.7776 0.0100 

외곡인 0.0603 0.0617 0.0566 0.0548 O.여79 0.0497 ι0539 0.0575 0.0546 0.0594 0.0588 0.0584 0.0539 -0.0045 

기 관 0.1118 0.1742 0.1782 0.1718 0.1722 0.1680 0.1648 0.1656 0.1755 0.1688 0.1752 0.1740 0.1685 -0.0055 

증권사 0.0307 0.0290 0.0317 0.0296 ι0306 0.0297 0.0277 0.0310 0.0322 0.0291 0.0297 O.떠02 0.0301 -0.애01 

투자자별 매 도비율에 대한 t-value 

개 인 106.38 104.16 107.79 110깨 116.53 115.42 114.20 110.13 108.38 1애.81 107.22 119.45 123.03 3.06 

외 극인 16.41 16.09 16.03 15.50 15.56 15.48 15.96 16.35 16.02 16.50 16.25 19.49 19.90 -1.91 

기 관 30.32 30.58 31.57 31.29 31.93 30.87 31.01 30.35 30.82 30.20 31.11 36.07 35.02 -1.95 

증권사 lï.23 16.75 17.85 19.06 18.58 19.84 19.39 18.74 18.14 18.05 18.78 23.49 25.22 -0.07 

Panel C. 추천총옥에 대한 매도제한 전의 투자자별 일별소유지훈변동융 (20애.04-2뻐.12， 빈도수 1188) 

개 인 -0，(깨21 -0.0049 -0.0042 -0.때43 -0，(애52 -0.0032 -0.애 34 -0.0022 -0.애19 -0.0040 -0‘0026 -0.0039 -0.0027 0.0012 

외 국인 0.0003 0.0028 0.0040 0.0053 0.0070 0.0049 0.0032 0.0010 0.0024 -0.0011 0.0002 0.0040 0.0037 -0.0004 

기 관 0.0021 0.0025 0.0010 0.0003 0.0001 -0.0008 0.0013 0.0011 O.때10 0.0045 0.0025 0.0015 0.0007 -0.0008 

증권사 O.애12 -0.0애1 -O.OC 때 0，(때00 -0.애07 -0.0002 0.0012 -0.0001 O.때2 0 애때 0.0때2 -0.때4 0.0003 O.애07 

투자자별 소유지분변동융에 대한 t-value 

개 인 -1.33 -2.67 -1꺼 -2.05 -2.31 -1.94 -1.90 -1.13 -1.02 -2.31 -1.58 -2.57 -2.26 0.88 

외국인 0.09 1.16 1.11 2.36 1.67 1.80 1.15 0.29 0.76 -0.59 0.16 2.14 1.39 -0.11 

기 관 0.90 l.ì8 0.62 0.18 0.07 -0.77 0.80 0.48 0.58 1.99 1.72 1.14 0.54 -0.5 

증권사 -1.63 -0.27 -0.03 0.05 -0.69 -0.27 1.05 -0.08 0.17 0.02 • 0.73 -0.85 0.4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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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건일 전에는 매수비율이 

감소하고 매도비융은 증가하고 있옴을 볼 수 었다. 사건일 이전기간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는 반대매매전략을 따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건일 이전에는 매수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도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이 주가가 오를 때 주식올 매입하는 추세전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일 이후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매수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 

자의 매수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부기간 1에서 추천정보의 예측력이 없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매수비율의 증가는 투자전략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 

로 보인다. 다만 매도비율을 살펴보면 추천일 이후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매도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개인투자자의 매도비율증가는 추 

세조정 이후에도 유의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의 매 

수추천정보에 대해 부정적인(-) 반웅올 보였다고 할 수 있다. Panel C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소유지분 변동률은 양(+ )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의 소유지분 변동률은 음(-)의 값올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 증가는 개인투자자의 소유지분 감소로부 

터 온 것으로 보인다. 

〈표 3)의 Panel A와 B를 살펴보면 매도규제 이전기간에 비하여 개인의 매수 
비율과 매도비율은 감소한 반면 기관투자자의 매수비율 및 외국인투자자의 매도 

비율 비중은 증가한 것올 볼 수 있다. Panel C에 의하면 하부기간 2에서도 외국 
인투자자의 소유지분 변동율은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소유지분 변동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크기는 하부기간 1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하부기간 2에서도 사건일 이전에는 개인투자자는 반대매매전략을 따르고 있으며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추세추종전략을 따르고 있다. 

사건일 이후 증권사의 매수추천정보에 대한 투자자별 반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건일 이후 매도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올 보이는 동시 

에 매수비율 또한 증가하는 모습울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매수비율 

이 증가하는 동시에 매도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올 보이고 있으며 매수비율의 증가 

는 추세조정 이후에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수 

비율과 매도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하부기간 2에서 개인과 외국인투자자 

는 증권사의 매수추천정보에 긍정적인(+ ) 반웅올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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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규제 이후 기간의 투자자벌 투자행태에 대한 싫증분석월과 

투자자별 일벌 매댐|옳은 각 투자자벌 일별 매수량옳 일벌 전채 매수량으로 나누어 계신하였으며 l 매도비율은 각 투자자별 
일별 매도료떨 일별 전체 매도랑으로 나눈 값이다 ( -5， -2)는 추천 전잃율 원 4잃ζ펙 평균소유지분변동옳올 나타내며， 
m. +3)은 추천당일부터 4일간의 평균소유'AI분변동율율 나타낸다. 추세조정 이후는 이 두 값의 차이로부터 구해진 걸과이다 

Panel A.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후의 투자자별 얼별매수비용 ( 2001.01-2001.08. 번도수 1561) 

D-j D-4 D-3 D-2 D-I DO D+I D+2 D+3 D+4 D+5 (-5‘-2) 10.+3) 추셰조갱 ol 후 

개 인 0.i060 0.7064 0.6998 0.6912 0 뻐29 0.7130 0.7037 0.7002 0.6971 0.6938 0.6893 0.700띤 0.7035 0.0025 
외곡인 0.0743 0.0717 0.0752 0.0815 0.0968 0.0882 0.0823 0.0808 0.0813 0.0851 0.0833 0.0758 0.0832 0.0075 

기 관 0.2196 0.2219 0.2250 0.2273 0.2203 0.1987 0.2139 0.2190 0.2216 0.2210 0.2274 0.2234 0긴33 -0.0100 

증권사 0.0368 0.0368 0.0353 0.0364 O.떠61 0.0304 O.떠47 0.0358 0.0347 ι0352 0.0361 0.0363 0.0339 -0.0024 

투자자별 매수비율에 대한 t-value 

개 인 97.51 99.10 97.48 94.87 93.09 101.25 98.34 98.00 97.94 95.48 93.58 105.93 107.83 0.78 

외국인 19.34 19.35 19.76 20.19 21.64 20.56 19.91 19.30 19.83 19.53 19.27 23.29 22.96 2.89 

기 관 38.76 38.78 39.12 39.75 39.77 38.73 39.60 39.50 40.41 39.57 39.39 45.30 45.91 -2.99 

증권사 21.13 22.27 23.11 21.92 22.34 22.39 21.38 21.49 22.60 21.49 20.25 29.55 29.36 -1.99 

PaneJ B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후의 투자자별 일별매도비율 (2깨1.01-2001.08. 번도수 1561) 

개 인 0.7439 0.7439 0.7466 0.7510 0.7615 0.7661 0.7674 0.7602 0.7634 0돼68 0.7뼈3 0.7462 0.7643 0.0179 

외극인 0.0678 ι0697 0.0674 0.0603 0.0519 0.0573 0.0567 0.0626 ι0620 0.0638 0.0685 0.0664 0.0597 -0.0066 

기 관 0.1884 0.1864 0.1859 0.1888 0.1867 0.1766 0.1759 0.1772 0.1746 0.1793 0.1833 0.1874 0.1761 -0.0113 

증권사 0.0399 0.0367 0.0350 0.0372 0.0376 0.0356 0.0371 0.0353 0.0344 0.0367 0.0364 0.0372 0.0356 -0.때16 

투자자별 매도비율에 대 한 t-value 

개 인 108.71 110.95 lll.22 lll.98 121.98 123.34 122.83 118.17 119.62 114.78 110.03 123.30 133.40 6.04 

외극인 17.89 18.70 18.38 17.13 16.18 17.89 17.62 18.63 18.50 18.15 17.86 21.94 22.64 -2.80 
기 관 35.87 36.27 36.41 35.69 37.27 37.21 36.44 36.10 36.34 36.09 35.94 42.61 42.61 -4.27 

증권사 20.61 20.77 20π 20.29 21.25 21.61 20.95 22.55 23.33 21.13 20.20 28.31 29.88 -1.33 

PaneJ C.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전의 투자자별 일별소유지분변동융 (2001.이-2때1.08. 번도수 1561) 
개 언 -0.이XJ7 -0αlO3 -0αX애 -0.0022 -O.OOZ7 -0.0011 -0.뼈8 -0.뼈2 -0.0017 개.0012 -0.이)α) -0.0010 메.0010 0‘이뻐 

외국인 0.0011 0.0013 O.이XJ3 0.0011 0.0039 O.아뼈 -0.뼈1 0.C006 O.뻐18 0.0020 애.아lO7 0，(삐13 0.0011 -0.0003 

기 관 -0，(뻐1 -0.아뼈 0.(뼈4 0α뼈 O.뼈4 O.αxl6 0.0010 애.뻐2 O.뻐3 -0.이XJl 0삐2 O.뼈1 0뼈4 O.애03 

증권사 매.뻐2 -0.아뼈 O.(X뻐 0.(삐3 -0.α뻐 0.(뻐1 -0.이뼈 O.이뻐 O.이xn -0.1뻐2 O.α삐 -0.뼈1 O.아뼈 O.때02 

투자자별 소유지폼변동율에 대한 t-value 

-1.39 -1.03 -1.93 -2.67 -3.26 -1.71 -3.00 -0.27 -2잃 -2퍼 -0.14 -3.20 -3.24 0.10 

외곡인 1.41 1.31 0.30 0.81 1.94 0.84 -0.22 0.28 1.18 2.37 -0.43 1.11 1.70 -0.16 

기 관 -0.23 -1.49 1.10 2.17 0.89 1.80 3.46 -0.36 0.84 -0 잃 1.19 0.52 2.85 0.80 

증권사 -1.95 -2.05 0.44 O깨 -0.07 0.64 -0.03 0.28 1.03 -1.36 0.33 -0.95 0.7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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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벌 성과에 대한 싫증분석 컬과 

〈표 4>에는 하부기간 1과 2에 대한 투자자별 성과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 

부기간 1에서는 소유지분 변동옳이 양(+ )인 추천종목의 경우 외국인 및 기관투 

자자가 유의적으로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매도규제 이후에는 기관투자자 보다는 낮고， 외 

국인투자자보다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부기간 2에서의 성과 

는 전체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으며 하부기간 1에 비하여 투자자간 성과의 차 

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후 증 

권사의 추천정보에 잡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유지분 변동율이 음(-)인 종목을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기관투자자 

의 성과가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올 볼 수 있다 5) 따라서 투자자 

성숙도가 같은 수준이라면 국내투자자의 성과가 외국인투자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부기간 1에서 외국인투자자의 높은 성과에 대한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증권사 추천종목의 대부분이 대형주 

< 표 4 > 후자자벌 성과비교 

투자자벌 성과평가는 외국인 소유지분변동톨이 '0’이 아닌 추천총목 중 추세조정 이후 평윤 소유 

지분변동율이 ~~ +) 또는 옴( -)인 추천종목에서 상위 250종목만율 대상으로 하였다. 후자자벌 
성과는 거래일 기준으로 추천일 이후 5잃부터 %일까지의 초과수익톨의 보유기간수익톨로 흑징 

하였다. 

하부기간 1 (2000.04-2000.12) 하부기 간 2 (2001.1-2001.8) 

개인 외국인 기관 개인 외국인 기관 

소이유추지 양천분(총 +변목 )동 언율 0.0141 0.0507 0.0336 0.0161 0.0140 0.0169 

(0.81 ) (2.86) (2.26) (1.37) ( 1.17) ( 1.55) 

소유이추지 음천분종(변-목)동언윷 0.0340 0.0220 0.0156 0.0332 0.0111 -0.0240 

( 1.98) ( 1.26) (1.12) (2.61) (0.94) ( -2.60) 

5)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서로 다른 쭈자행태훌 가지고 있기 때훈에 매도총목의 성과얘 대한 
칙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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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재의 성과평가는 외국인의 거래가 있는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성과가 과소평가 되었올 가능성은 있다. 

3. 외국인의 거래증가와 주식의 기대수익훌간의 관계 

소유지분변동율 및 투자자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하부기간 1에서는 외국 

인 투자자의 성과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 표 5 > 외국인 소유지분의 총가와 주식의 기대수익률간의 관계 

2000년 4월부터 2001 년 10월까지 매 거래당잃의 수익톨율 거래당잃의 외국인후자자 소유지분 변 
동옳과 로그톨 취한 시장가치에 대하여 회귀분석율 싫시하였다. 여기서 구해진 회귀계수톨 분석 
기간에 따라 평균률 구하고， 평균에 대한 t-통계량(뀔호안)옳 구하였다. 

소유지훈변동융 Log(시장가치) 명균 If 

전체기간 ’ 2000.4-2001.10 
(표본크기 374) (1) 2.7418 0.0316 

(21.낌) (19.09) 
(2) -0.0024 0.0285 

(-4.59) (15.02) 
(3) 2.뻐88 -0.0027 0.0602 

(22.52) (-5.28) (24.39) 

하부기 간 1 : 2000.4-2000.12 
(표본크기 184) (l) 3.0989 0.0281 

(15.32) (13.79) 
(2) -0.0018 0.0276 

( -2.29) (9.92) 
(3) 3.1545 -0.0021 0.0552 

(16.41) ( -2.76) (15.87) 

하부기 간 2 ’ 2001.1-2001.10 
(표본크기 190) (1) 2.3959 0.0351 

05.11) 03.61) 
(2) -0.0029 0.0294 

( -4.30) ( 11.32) 
(3) 2.4739 -0.0033 0.0650 

(15.78) ( -4.79)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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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가가 투자자별 성과평가에 미친 영향올 분석하려고 한다. 만일 외국 

인 투자자가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정보보유에 관계없이 국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re-balancing)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올 늘렸다면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드로 작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별자료를 이용한 Kang and Stulz (1 997) 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주 

식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기대수익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기간에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증가는 해당 기업의 

성과나 장래 전망에 관계없이 주가를 상승시켰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외국인의 

소유지분증가가 이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부기간 1에서의 높은 성과는 일 

시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 의하면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외국인 소유지분율의 증가는 유의 

적으로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규모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인의 소유지분이 크게 증가한 하부기간 1에서는 불론 하부기간 2에서도 높은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적정보를 내포하고 있올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의 매수추천정보에 

대하여 투자자를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로 분류하고， 이들 사 

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과 투자자성숙도에 따라 투자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투자행태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살며보았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국내주식 소유지분의 증가가 주식의 기대수익률에 미친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였 

다. 증권사의 매수추천종목에 대한 매도제한 규제롤 전후하여 투자자별 투자행태 

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별 투자전략을 고려한다면 증권사의 추천종목에 대한 매도규제 이 

전에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추천정보에 긍정적인 반웅올 보였다고는 할 수 없었 

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정적인 반웅올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도규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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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웅올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매도규제 이전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자별 성과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매도규제 이후에는 기관 

과 개인투자자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의 차이는 매도규제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지분 증가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주식의 수익률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효과 

를 고려하더라도 유의적인 것이었다. 

증권사의 추천에 대한 투자자별 행동유형올 다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분석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과 함께 자료수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47R 증권사의 매수추천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의 동일종목에 대한 중복추천의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 

고 매도추천과 같은 부정적인 추천을 다루지 못하였다. 분석기간을 달리하면 성 

과평가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증가에 대 

한 횡단면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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