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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매도 정보효과는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도달하기 직전 정보거래자에 의해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 

존재여부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공매도 시장의 정보거래현황을 조망한다. 

발견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매도시장에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대체로 정보거래자인데 반해, 기관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 둘째,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역모멘텀 투자자인데 반해 기관 투자자는 모멘텀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정실적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의 정보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잠정실적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의 

정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잠정공시의 정보비대칭 해소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내에서는 부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의 공시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소폭 증가한다. 

 

주요어 : 공매도, 개인 투자자, 정보거래, 정보효과, 공시 

학   번 : 2019-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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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공매도란 주식을 차입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상환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차입∙상환한다는 점과 가격하락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신용거래보다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투자전략으로 여겨지나 

현대적 의미의 주식시장이 최초로 형성된 17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상적인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도 1968년부터 

신용매수와 함께 허용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규제가 신설되어 

법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Diamond and Verrechia(1987)은 공매도 정보거래가설을 제시한다.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도달하기 전 이를 미리 사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자, 즉,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가 공매도 시장의 주된 

참여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해 숏 

포지션(short-position)을 취하고, 공개 후 가격이 하락하면 포지션을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할 것이다.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과 

거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가설은 좀 더 납득할 

만하다. 아래로는 0 이하로 떨어질 수 없고 위로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주가의 특성상, 공매도는 그 주당이익의 최대값이 현재주가로 

한정되는 반면 손실의 최대값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직접매매거래나 

신용매수보다 더 위험하다. 또한 주식차입을 위해 주식대출인 및 

중개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환실패위험(Fails-to-deliver risk)에 

대한 담보 및 증거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거래비용이 크다. 이처럼 높은 

위험과 거래비용이 투자자로 하여금 쉽게 공매도거래를 행하지 못하게 

하며, 그 위험과 비용을 감수할 만큼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공매도가 정보거래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도달하기 직전 공매도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하 '공매도 

정보효과'와 혼용)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몇몇 선행연구들은 공매도 

정보효과가 실재하며, 이 것이 공매도 정보거래가설 성립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Desai, Rameshi, Thiagarajan, and Balachandran(2002)은 

NA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가급락 직전 공매도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고, Christophe, Ferri, and Angel(2004)은 2000년도 

NA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큰 주가하락을 유발한 실적공시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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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또한, 

Christophe, Ferri, and Hsieh(2011)는 실적공시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하향발표에 대해서도 정보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엄윤성(2012)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공매도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Daske, Richardson, and Tuna(2005)는 실적공시에 대한 

정보효과가 2004년 이 후 사라졌으며, 그 원인으로 2000년말 

공정공시제도(Regulation Fair Disclosure)의 도입 등을 지목했다. 

국내연구로 김진수, 이준희(2019)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실적공시 및 주요경영사항공시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엄경식 등(2011)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가하락 및 

외국인 공매도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공매도를 

정보거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몇몇 선행연구결과는 공정공시제도의 정보비대칭 해소 효과를 

추측케 하나 아직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다. 공정공시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해소를 목적으로 “기업이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한국거래소)”로 실적발표에 앞서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잠정실적공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후 

실적공시에 대한 공매도 정보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역시 2002년 11월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 후 정보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정공시가 투자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공매도 정보효과를 없앤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적공시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정실적공시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한다면 이 것은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정보거래의 주기가 조금 앞당겨진 것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투자자 유형별 행태적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시장 연구에서는 투자자 구분에 따른 

비교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략 

및 정보에 있어 개인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우, 

김정환 (2012)은 이익공시 직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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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순매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투자자 유형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순, 전영순 (2004)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 것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적절한 모멘텀 투자전략 활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자 유형별 비교연구는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공매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 이는 직접매매시장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 모두 유의미한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공매도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기관 및 개인의 

참여율은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그 구분의 필요성이 저평가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의 참여율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처럼 양 시장간 투자자 구성비율에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매도시장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대립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행태에 대한 규명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분석을 

통해 국내 공매도시장을 조망한다. 특히,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및 

개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널리 알려진 투자자 유형별 특성이 

공매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판단한다. 또한, 잠정실적공시와 

실적공시 사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정공시제도의 유효성을 판단의 

근거를 찾고, 주요경영사항공시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공시 

전반을 모두 포괄한 정보효과 검증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몇몇 공시분류에 대해 

공매도 정보효과가 나타난 반면 기관 투자자는 정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공매도 시장에 정보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잠정실적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일부 실적공시에 

대해 개인 및 외국인의 정보거래경향이 나타났으며, 정보효과의 크기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늘리는 반면, 기관 투자자는 가격이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및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역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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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이며 기관은 모멘텀 투자자이다. 추가적으로, 모든 공매도 

투자자는 오랫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늘리는 장기적 역모멘텀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잠정실적공시와 후행하는 실적공시에 

대해 공매도 정보효과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정공시가 공매도 정보거래의 주기를 앞당긴 것이 아니라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잠정실적공시 전후 정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후행하는 

실적공시에 대한 정보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닥 

상장기업 실적에 대해 투자자간 정보격차가 존재하며, 잠정공시가 

정보전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효과가 나타난 대부분의 공시분류 및 투자자 

유형에 대해 낮은 수익률에 공매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에도 공매도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 것은 

국내시장 고유의 현상으로, 공시 시점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정보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준정보거래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보공개에 앞선 헷지목적의 공매도 거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공매도거래, 투기적 공매도거래, 혹은 기타 다른 목적의 공매도거래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검증 방법론과 연구 자료를 

소개하고 3장에서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 2 장 표본 및 방법론 
 

2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와 표본선택 방법을 소개한 후, 

공시분류 및 투자자 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비교분석의 의의를 

재확인한다.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된 비정상공매도거래량(Abnormal 

Short Sales)의 측정방식과 공시 전후 추이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정보효과 검증에 사용된 계량모델을 소개한다. 

 

제 1 절 표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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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전후 가격, 거래량, 및 공매도거래량 

데이터를 구성했다. 공시일 및 공시분류 등 공시데이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OPEN API로부터 추출했으며, 일별 종목별 가격 

및 거래량은 FN-Data Guide로부터,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거래량 등 

공매도 데이터는 KRX공매도 종합포털로부터 추출했다. 다만 

Christophe, Ferri and Angel(2004)와 Daske, Richardson, and 

Tuna(2005)의 표본선택방법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표본기간 내 

평균주가 1,000원 미만인 저가종목과 일평균거래량 10,000주 미만인 

저유동성종목을 제외했다. 또한 특정 공시로부터 5거래일 이내 다른 

공시가 있는 경우를 후행하는 공시를 제외했다. 이는 한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공시의 연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및 거래량 반응의 중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재정정 및 첨부추가 공시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 또한 정보의 수정이나 추가로 인한 시장반응이 첨부나 

수정을 동반하지 않은 공시에 대한 반응과 다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편향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인 표본은 

유가증권시장 734개 기업의 59,275개 공시, 코스닥시장 1,337개 

기업의 91,179개 공시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 공시분류 및 투자자 유형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크게 정기공시, 수시공시, 그리고 

공정공시로 구분한다. 첫째로, 정기공시란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한국거래소)”으로 분기보고서(1∙3분기), 반기보고서(2분기), 

사업보고서(4분기)를 포함한다(이하 '실적공시'). 둘째로, 수시공시는 

실적공시와 달리 수시로 발표되는 모든 공시를 의미하며,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주요경영사항공시'), 조회공시, 그리고 

자율공시로 분류된다. 주요경영사항공시는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주요정보 전반에 대한 공시로 사유발생일 당일 혹은 익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회공시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 등에 대한 답변요구가 있을 시 

공표해야 하는 공시를 의미하며 조회요구 발생 당일 혹은 익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자율공시는 주요경영사항공시에서 의무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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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요경영사항공시의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공시란 주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할 때 시장을 통해 

먼저 발표하게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잠정실적공시가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기업주요정보의 범위를 실적공시, 주요경영사항공시, 

잠정실적공시(이하 '잠정공시'와 혼용)로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잠정공시,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 

그리고 주요경영사항공시의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분류의 당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잠정공시 정보비대칭 해소효과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 잠정공시와 실적공시를 선정했다. 특히, 잠정공시와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를 각각 임의추출한 것이 아니라 실적공시와 그에 앞서 

발표된 관련 잠정공시를 짝지어 표본을 구성함으로써 유효성 판단에 

엄밀성을 더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주요경영사항공시는 그 발생사유나 

공표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이 

실적공시나 잠정공시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나의 범주로 구성했다. 

또한 주요경영사항공시는 다양한 공시를 포괄하고 있어 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표본의 완전성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경영사항공시는 다시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 재무구조 관련 

사항, 기업경영활동 관련 사항으로 구분된다.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사항으로는 영업 정지 혹은 정지처분,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등을 

포함하며, 재무구조 관련 사항으로는 유상증자,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벌금 등의 발생, 주식배당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활동 관련 사항으로는 자회사 편입탈퇴, 인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과 부도, 회생절차 등 기업 존립에 

관련한 사항, 소송 등 기업관련 분쟁에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1은 표본 내 연도별 공시분류별 빈도를 나타낸다. 먼저 

잠정공시의 빈도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가 총 4,027개로 

코스닥의 3,051개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수보다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차이는 표면적 수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에서 잠정공시가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실적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더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가 그렇지 않은 실적공시보다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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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주요경영사항공시가 다른 공시 분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공시 빈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OPEN API로부터 추출된 

표본내 연도별 공시분류별 빈도를 나타낸다. 2015년의 경우 3월부터 반영되어 

그 빈도가 다른 년도에 비해 적다. ‘잠정’은 잠정공시, ‘실적(잠정O)’는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 ‘실적(잠정X)’는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 ‘주요경영사항’은 주요경영사항공시를 의미한다. 잠정공시와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는 짝진(paired) 표본이지만 하나의 짝이 해를 걸쳐 

발표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연도별 빈도가 달리 나타난다. 

시장  공시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가증권시장  잠정  535 828 867 888 909 

  실적(잠정 O)  531 826 872 881 917 

  실적(잠정 X)  1,430 2,087 2,019 2,236 2,161 

  주요경영사항  3,333 8,763 9,041 10,013 10,138 
         

코스닥  잠정  450 624 690 654 633 

  실적(잠정 O)  443 626 684 659 639 

  실적(잠정 X)  2,431 4,056 4,203 4,481 4,562 

  주요경영사항  4,744 13,415 14,415 16,441 16,329 
         

 

투자자 유형으로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일반적 분류를 

활용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의 정보거래여부에 주목한다. 정보거래가설 

검증의 관점에서 공매도 개인 투자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공매도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보다 

정보열위에 있다면,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정보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공매도 시장의 개인 투자자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우위의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정보효과가 

관찰될 것이며, 이는 다른 유형 투자자의 정보거래여부보다 공매도 

정보거래가설을 지지하는 더 강한 근거가 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일상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림 1의 Panel A는 2005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전체 

거래대금 대비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의 비율이 50% 수준, 기관 

투자자가 20% 수준, 외국인 투자자가 30%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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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최소 80% 이상으로 

압도적이고 외국인, 기관 순으로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Panel 

B는 같은 기간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시장 전체의 비율과 달리 외국인이 

60-80%, 기관이 20-30%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개인의 참여율은 1% 

미만이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거래 제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인의 저조한 공매도 참여율은 놀라울 

것이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제약을 감수할 만큼 확실한 정보를 

가진 정보거래자일 것이란 예측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림 1]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 및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 추이 Panel A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투자자 유형별 거래대금의 추이를, Panel B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대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거래대금의 추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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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매도거래량의 측정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일별 종목별 공매도 거래량의 대리변수로 

활용된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의 산출방법을 설명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Asquith, Pathak, and Ritter(2005)와 엄윤성(2011)의 

방법론에 따라 𝑡 시점에서 개별기업 𝑖 에 대한 투자자 유형 𝑔 의 

공매도거래량을 발행주식수(10,000주 단위)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𝑆𝑆𝑖,𝑔,𝑡 =

𝑆ℎ𝑜𝑟𝑡 𝑆𝑎𝑙𝑒𝑖,𝑔,𝑡

𝑁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𝑂𝑢𝑡𝑠𝑡𝑎𝑛𝑑𝑖𝑛𝑔𝑖,𝑔,𝑡
× 10,000 

 

다음으로, 𝑡시점 𝑖기업 𝑔투자자의 횡단면적 정상공매도거래량을 

동일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𝐵소속 종목들의 동일가중평균 공매도거래량 

𝑆𝑆𝐵,𝑔,𝑡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초과공매도거래량 𝑆𝑆𝑖−𝐵,𝑔,𝑡을 산출했다. 

여기서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시장내 전종목을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에 따라 5개 등분위로 나눈 후 다시 각 분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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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대시장가치(book-to-market ratio)에 따라 5개 등분위로 나누어 총 

25개 그룹을 구성했으며, 매년 첫 거래일에 직전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종목을 조정(rebalancing)했다. 이러한 벤치마크 구성 방법은 기업의 

규모 및 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공매도 반응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낮은 분위의 종목들이 낮은 정상수익률을 보이며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거래가 잦다는 Dechow, Hutton, Meulbroek, and 

Sloan(2001)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표 2는 표준화된 공매도거래량의 

벤치마크별 동일가중평균 𝑆𝑆𝐵,𝑡 의 추정치를 나타내는데, 기업의 

시가총액이 클수록, 장부대시장가치가 작을수록 공매도거래량이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국내 공매도 투자자 또한 규모 및 가치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𝑆𝑆𝑖−𝐵,𝑔,𝑡 = 𝑆𝑆𝑖,𝑔,𝑡 − 𝑆𝑆𝐵,𝑔,𝑡 

𝑤ℎ𝑒𝑟𝑒 𝑆𝑆𝐵,𝑔,𝑡 =
1

𝑛𝐵
∑ 𝑆𝑆𝑗,𝑔,𝑡

𝑗∈𝐵

 

 

마지막으로, 횡단면적 초과공매도거래량 𝑆𝑆𝑖−𝐵,𝑔,𝑡 와 이에 대한 

𝑊 + 10거래일 전부터 10거래일 전까지 시계열평균 𝑆𝑆𝑖−𝐵,𝑔을 차분하여 

기업 고유의 공매도거래 추세를 조정한 최종적인 비정상공매도거래량 

𝐴𝐵𝑆𝑆𝑖,𝑔,𝑡을 산출했다. 

 
𝐴𝐵𝑆𝑆𝑖,𝑔,𝑡 = 𝑆𝑆𝑖−𝐵,𝑔,𝑡 − 𝑆𝑆𝑖−𝐵,𝑔 

𝑤ℎ𝑒𝑟𝑒 𝑆𝑆𝑖−𝐵,𝑔 =
1

𝑊
∑ 𝑆𝑆𝑖−𝐵,𝑔,𝑡

𝑡−10

𝑡=𝑡−𝑊−10

 

 

본 연구에서는 실적발표의 주기를 고려하여 거래일 기준 약 

2~3개월에 해당하는 𝑊 = 60 을 적용해 공시 7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공매도 거래 추세를 제거했다. 

 

[표 2] 벤치마크별 공매도거래량 평균 시가총액과 장부대시장가치를 이용하여 

구성한 총 25개 벤치마크에 대해 표본기간 내 표준화된 일별 공매도 거래량의 

평균을 나타낸다. 단위는 발행주식수 10,000주당 공매도 거래된 주식 수로, 

1.02는 10,000주당 1.02주가 공매도 거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장부대시장가치가 작을수록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부대시장가치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시가총액 1 분위  1.02 1.02 0.86 0.79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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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위  1.59 1.51 1.24 1.16 0.78 

 3 분위  1.88 1.78 1.75 1.35 1.02 

 4 분위  2.56 2.12 2.13 2.09 1.34 

 5 분위  4.36 3.61 3.36 3.37 2.66 
        

 

그림 2는 공시 직후 2일간 누적초과수익률이 -2.5% 미만이면 

부정적 정보, -2.5% 이상 2.5% 미만이면 중립적 정보, 2.5% 이상이면 

긍정적 정보의 공시로 간주하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나타낸 공시 전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평균의 추이로, 각 계열별로 공시 전 20거래일부터 

공시 후 10거래일까지의 움직임이다.  

Panel A는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투자자 전체의 

비정상공매도거래량으로, 긍정 및 부정적 정보에 대해 공시 당일 혹은 

익일 최고점을 달성한 후 지속 하락하는 패턴이 보이며 중립적 정보에 

대해 대체로 공시 전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의 최고점이 공시 이 후 형성된 후 빠른 시일 내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공매도거래가 정보의 

시장 도달 이 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 이후 최고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격하락에 공매도를 늘리는 모멘텀 전략뿐만 아니라 

가격의 과대상승에 공매도를 늘려 이 후 가격조정에 따라 이익을 

실현하는 역모멘텀 전략의 공매도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공매도거래가 공시 이 후 집중된다 하더라도 

정보거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잠정공시를 제외한 모든 공시 

분류에서 부정적 정보에 대해 공시 전부터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특히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에 

대해서는 양의 비정상공매도거래가 공시 직전 1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다른 공시 분류와 차별적이다. 이 것을 정보거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멘텀 및 역모멘텀 투자 등 다른 

동기의 공매도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좀 더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통제한 조건부 평균의 움직임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 

직전 양의 비정상공매도거래 지속되는 현상이 정보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정보가 도달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모멘텀 공매도 거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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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통제변수를 추가한 선형모형을 이용해 정보거래 여부를 

추정한다. 

추가적으로, 주요경영사항공시 직전 부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에 대해서도 긍정적 공시 

직전 미세하게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일어날 법한 다른 동기의 공매도 거래를 통제한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3장에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익률 구간을 나눈 구간별 

선형모형을 이용해 긍정적 정보에 대한 공매도 반응을 측정 및 검증한다. 

Panel B는 개인의 비정상공매도거래량 추이를 나타내는데, 

대체로 공시 이 후에 최고점을 형성하며 부정적 공시의 최고점보다 

긍정적 공시의 그 것이 높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과대평가에 공매도로 반응하는 역모멘텀 투자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대해 부정적 정보 발표 직전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정보거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Panel C는 기관의 

추이로, 다른 유형의 투자자에 비해 부정적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Panel D는 외국인의 

추이로,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Panel A와 그 개형이 

거의 일치한다. 

그림 3은 코스닥시장의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추이를 나타낸다. 투자자 전체의 Panel A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매도 거래가 공시 이 후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시장과 공통적이나, 몇몇 공시분류에서 부정적 공시와 긍정적 

공시의 공매도 반응 차이가 유가증권시장의 그 것보다 더 작거나 오히려 

긍정적 뉴스에 대한 반응이 크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또한 실적공시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대해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 상승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즉,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거래가 유가증권시장보다 

역모멘텀 투자의 성격이 강하며 정보효과가 또한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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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가증권시장 공시분류별 투자자 유형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추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20거래일 전부터 10거래일 

후까지 공시분류별 투자자 유형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평균의 추이로, Panel A는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의 추이, Panel B는 개인 투자자, Panel C는 기관 투자자, Panel D는 외국인 투자자의 추이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공매도 거래가 공시 이후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매도는 대체적으로 정보거래보다는 주가변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부 분류에 대해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소수 정보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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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스닥 공시분류별 투자자 유형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추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 20거래일 전부터 10거래일 후까지 

공시분류별 투자자 유형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평균의 추이로, Panel A는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의 추이, 

Panel B는 개인 투자자, Panel C는 기관 투자자, Panel D는 외국인 투자자의 추이를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공시 전 공매도거래 

증가세가 뚜렷하며 공시 후 긍정적 정보에 대한 공매도 반응이 유가증권시장보다 크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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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법론 
  

모형 1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을 위해 

Christophe, Ferri, and Hsieh (2011)가 제시한 선형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용하였다: 

 
𝐴𝐵𝑆𝑆𝑖,𝑔(−3, −1) = 𝛽0 + 𝛽1𝐶𝐴𝑅𝑖(0,1)

+ 𝛽2𝐶𝐴𝑅𝑖(−3, −1) + 𝛽3𝑀𝑂𝑀𝑖 + 휀𝑖,𝑔. 
(1) 

𝑖종목 𝑔투자자의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의 대리변수로 공시 

3거래일 전부터 1거래일 전까지의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량 

𝐴𝐵𝑆𝑆𝑖,𝑔(−3, −1) 을 선정했으며, 공시 직후 수익률의 대리변수로 공시 

당일부터 익일까지의 누적비정상수익률 𝐶𝐴𝑅𝑖(0,1) 을 선정했다. 여기서 

일별 비정상수익률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의미한다. 만약 

𝐶𝐴𝑅𝑖(0,1)이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면 해당 공시가 긍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면 부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거래자가 

정보거래자라면, 그들이 공시 전 공매도거래를 늘림으로써 두 변수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고,  𝛽1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표 3는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𝐴𝐵𝑆𝑆𝑖,𝑔(−3, −1) 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대체로 0에 가까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positive skewed) 분포를 보이며, 

개인,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참여율순에 따라 평균으로부터 멀리 

산포한다. 다만 주요경영사항공시에서 기관의 최대값이 외국인의 

최대값보다 큰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모두 유상증자결정공시에 앞서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크게 늘린 소수의 관측치로 인한 

결과이다①. Panel C는 공시구분별 𝐶𝐴𝑅𝑖(0,1)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모든 분류에 대해 평균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가 나타나 각 

범주에 긍정적 정보의 공시와 부정적 정보의 공시가 고루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HDC의 2018년 8월 유상증자결정에 대해 기관 투자

자의 공시 직전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량은 143.73이며, 이를 제외한 최대값은 

56.75로 외국인의 최대값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종목 원익홀딩스의 

2016년 7월 유상증자결정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누적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은 

91.7이며, 이를 제외한 최대값은 48.86으로 외국인의 그 것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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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Panel A는 유가증권시장의 공시 직전 

비정상공매도거래량 𝐴𝐵𝑆𝑆𝑖,𝑔(−3, −1), Panel B는 코스닥시장의 𝐴𝐵𝑆𝑆𝑖,𝑔(−3, −1), 

그리고 Panel C는 공시 직후 수익률 𝐶𝐴𝑅𝑖(0,1)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Panel A. 공시 직전 비정상공매도거래량(유가증권시장, 10,000 주당 거래량) 

공시 관측치수 투자자 평균 SD 최소 25% 50% 75% 최대 
          

잠정 4,027  개인 0.0 0.2 -2.0 0.0 0.0 0.0 5.2 

  기관 0.0 1.5 -12.1 -0.4 -0.1 0.1 34.4 

  외국인 -0.2 2.7 -15.0 -1.1 -0.3 0.4 63.4 
          

실적(잠정 O) 4,027  개인 0.0 0.2 -2.3 0.0 0.0 0.0 6.6 

  기관 0.1 1.7 -9.2 -0.4 -0.1 0.1 27.7 

  외국인 0.0 2.7 -14.6 -1.0 -0.2 0.5 41.0 
          

실적(잠정 X) 9,933  개인 0.0 0.5 -8.1 0.0 0.0 0.0 17.2 

  기관 0.0 1.0 -19.7 -0.1 0.0 0.0 33.6 

  외국인 0.0 2.7 -19.2 -0.7 -0.1 0.3 48.4 
          

주요경영사항 41,283  개인 0.0 0.3 -5.2 0.0 0.0 0.0 20.7 

  기관 0.0 1.7 -15.4 -0.2 0.0 0.1 143.7 

  외국인 0.0 2.9 -21.9 -0.8 -0.1 0.3 85.0 
          

Panel B. 공시 직전 비정상공매도거래량(코스닥, 10,000 주당 거래량) 

공시 관측치수 투자자 평균 SD 최소 25% 50% 75% 최대 
          

잠정 3,051  개인 0.0 0.5 -2.4 0.0 0.0 0.0 16.4 

  기관 -0.1 1.3 -9.2 -0.3 0.0 0.1 21.4 

  외국인 -0.1 3.0 -14.4 -1.1 -0.2 0.5 35.6 
          

실적(잠정 O) 3,051  개인 0.0 0.4 -2.4 0.0 0.0 0.0 6.4 

  기관 0.0 1.7 -9.7 -0.3 0.0 0.1 35.9 

  외국인 0.1 3.3 -14.4 -1.0 -0.2 0.5 46.8 
          

실적(잠정 X) 19,733  개인 0.0 0.6 -8.1 0.0 0.0 0.0 24.7 

  기관 0.0 0.9 -11.5 -0.1 0.0 0.0 24.9 

  외국인 0.0 3.1 -16.9 -0.9 -0.2 0.3 80.0 
          

주요경영사항 65,332  개인 0.0 0.6 -7.8 0.0 0.0 0.0 25.6 

  기관 0.0 1.2 -9.6 -0.1 0.0 0.0 91.7 

  외국인 0.2 3.2 -17.1 -0.9 -0.2 0.5 67.5 
          

 

Panel C. 공시 직후 비정상수익률(%) 

시장 공시 관측치수 평균 SD 최소 25% 50% 75% 최대 
          

유가증권 잠정 4,027 0.1 2.6 -21.1 -1.1 0.1 1.5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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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잠정 O) 4,027 0.1 1.6 -10.4 -0.8 0.0 0.8 19.3 

 실적(잠정 X) 9,933 0.1 2.3 -24.5 -0.9 0.0 1.0 27.0 

 주요경영 41,288 0.1 2.7 -60.4 -1.0 -0.1 0.9 51.2 
          

코스닥 잠정 3,051 0.3 2.8 -15.9 -1.1 0.2 1.6 17.3 

 실적(잠정 O) 3,051 0.1 2.0 -12.4 -0.9 0.0 1.0 17.1 

 실적(잠정 X) 19,733 0.0 2.6 -23.7 -1.2 -0.1 1.0 25.9 

 주요경영 65,344 0.1 3.7 -69.4 -1.2 -0.1 1.1 44.0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먼저, 단기적 주가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공매도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공시 3거래일 전부터 

1거래일 전까지의 누적비정상수익률 𝐶𝐴𝑅𝑖(−3, −1) 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수 𝛽2 는 공매도 투자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만약 그들이 단기적으로 모멘텀 투자자라면 주가 상승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줄이게 될 것이고 𝛽2 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이 역모멘텀 투자자라면 주가 상승에 대해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거래를 늘림으로써 𝛽2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 주가변동에 따른 공매도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공시 

전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누적시장초과수익률 𝑀𝑂𝑀𝑖 을 선정했다. 

𝛽2 와 같은 논리로, 𝛽3 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공매도 거래자는 

장기적으로 모멘텀 투자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양의 값을 가진다면 

역모멘텀 투자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통제변수는 모두 Christophe, 

Ferri, and Hsieh(2011)의 논리를 원용한 것이다. 

다만 Christophe et al은 주가가 높을수록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기에 좋다는 D'Avolio(2002)의 가설에 근거하여 주가를 

통제하였으나, 이는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강한 국내 상황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모형 2 

다음으로, 그림 2와 그림 3에서 일부 공시분류에 대해 부정적 

공시뿐만 아니라 긍정적 공시를 앞두고도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됨에 따라,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공매도 거래량과 

공시 직후 수익률 사이에 관계가 강건(robust)한 선형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별 선형회귀(segmented regression) 모형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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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𝐴𝐵𝑆𝑆𝑖,𝑔(−3, −1) = 𝛽0 + 𝛽1𝐶𝐴𝑅𝑖(0,1)

+ 𝛿1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 𝛿2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 𝛽2𝐶𝐴𝑅𝑖(−3, −1) + 𝛽3𝑀𝑂𝑀𝑖 + 휀𝑖,𝑔. 

(2) 

여기서 𝐷1은 𝐶𝐴𝑅𝑖(0,1)이 𝑐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인 

가변수(dummy variable)이며, 𝐷2는 𝐶𝐴𝑅𝑖(0,1)이 𝑐2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인 가변수이다. 𝑐1 = −2.5% , 𝑐2 = +2.5%로 설정함으로써 공시 

직후 2일간 누적비정상수익률이 -2.5%보다 작은 부정적 정보, -

2.5%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은 중립적 정보, 2.5%보다 크거나 

같은 긍정적 정보로 나누어 공시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의 반응을 

구간별로 살피고자 했다. 통제변수는 모형 1과 같은 논리로 

𝐶𝐴𝑅𝑖(−3, −1)과 𝑀𝑂𝑀𝑖가 선정되었다. 

비선형관계 판단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2.5%보다 작은 

수익률에 대해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𝛽1 이 음의 값으로 추정될 

것이고, -2.5%보다 큰 수익률 구간에서도 수익률이 낮을수록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𝛿1 은 −𝛽1 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며 𝛿2는 −𝛽1 − 𝛿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반면 그림2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 뉴스에 대해서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다면 

𝛿2는 −𝛽1 − 𝛿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 3 장 분석결과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첫번째 모형을 공시구분별 

정보효과를 분석하여 잠정공시의 정보비대칭 해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찾고, 투자자 유형별로 정보효과를 재검토함으로써 공매도 거래자의 

특성과 동기를 밝힌다. 또한 두번째 모형을 통해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과 공시 직후 수익률 간 관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며 

비선형 관계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제 1 절 공시구분별 정보효과 분석 
  

먼저 모형 1을 이용해 투자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공매도 정보효과를 공시구분별로 OLS 추정했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잠정공시와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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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공시는 단순히 실적공시 전후 존재했던 정보거래의 주기를 잠정공시 

시점으로 앞당긴 것이 아니라, 정보비대칭을 해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잠정공시 직후 누적수익률이 1% 감소할수록 비정상공매도거래량 또한 

0.05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정보거래와 반대의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에서 정보효과가 나타나지만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잠정공시가 

정보비대칭을 해소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 직후 누적수익률이 1% 감소할수록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0.06주 증가하는 정보거래경향이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잠정공시 전후 정보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데 반해 후행하는 실적공시에 대해서는 정보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 크기는 누적수익률 1% 감소당 비정상공매도거래량 0.12주 

증가로,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의 0.03주 증가보다 큰 

수치이다. 이 것은 코스닥시장에서 잠정공시가 실적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심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주요경영사항공시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정보거래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공매도 정보효과는 유가증권시장에선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에서만 나타나고, 코스닥시장에선 

잠정공시를 제외한 모든 공시에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잠정공시가 실적에 대한 투자자간 정보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공시구분별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투자자 전체에 대해 모형 1을 

공시구분별로 OLS 추정한 결과이다.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구분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수정결정계수 0.0015  0.0070  0.0153  0.0048  
         

상수항 -0.21  *** 0.10  * -0.02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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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𝐴𝑅𝑖(0,1) 0.05  ** -0.01   -0.06  *** 0.03  *** 

𝐶𝐴𝑅𝑖(−3, −1) -0.07   -0.24  *** 0.13  *** 0.13  *** 

𝑀𝑂𝑀𝑖 1.13   22.25   40.90  *** -5.66   
         

Panel B. 코스닥 

공시구분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수정결정계수 0.0008  0.0071  0.0134  0.0097  
         

상수항 -0.12  ** 0.14  ** -0.06  ** 0.16  *** 

𝐶𝐴𝑅𝑖(0,1) 0.00   -0.12  *** -0.03  *** -0.02  *** 

𝐶𝐴𝑅𝑖(−3, −1) 0.04   0.15  *** 0.17  *** 0.11  *** 

𝑀𝑂𝑀𝑖 31.37  * 23.61   31.98  *** 8.73  *** 
         

 

 

제 2 절 투자자 유형별 정보효과 분석 
  

다음으로 모형 1을 이용한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 

분석결과를 차례로 살펴본다. 투자자 유형별 분석결과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매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일부 공시분류에 대해 정보거래경향을 보이며, 기관 투자자는 

정보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대체로 단기적 역모멘텀 투자자인 반면 기관 투자자는 단기적 모멘텀 

투자자로써 공매도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자는 대체로 장기적 역모멘텀 전략으로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정보거래의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를 제외하고 정보거래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잠정공시를 제외한 모든 공시분류에서 정보거래경향을 

보였다. 이는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4와 동일한 결과인데,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전체 결과에 외국인 투자자 결과가 비중 있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5]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모형 

1을 공시구분별로 OLS 추정한 결과이다. *는 90%, **는 95%, ***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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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수정결정계수 0.0021  0.0045  0.0138  0.0072  
         

상수항 -0.20  *** 0.02   -0.01   0.00   

𝐶𝐴𝑅𝑖(0,1) 0.06  *** -0.02   -0.06  *** 0.03  *** 

𝐶𝐴𝑅𝑖(−3, −1) 0.01   -0.15  *** 0.10  *** 0.12  *** 

𝑀𝑂𝑀𝑖 -4.34   -3.29   36.03  *** -2.01   
         

Panel B. 코스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수정결정계수 0.0014  0.0175  0.0130  0.0118  
         

상수항 -0.07   0.11  * -0.03   0.15  *** 

𝐶𝐴𝑅𝑖(0,1) 0.00   -0.13  *** -0.03  *** -0.01  *** 

𝐶𝐴𝑅𝑖(−3, −1) 0.06  ** 0.22  *** 0.15  *** 0.11  *** 

𝑀𝑂𝑀𝑖 15.80   18.24   24.07  *** 6.53  ***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장∙단기적 수익률 상승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늘리는 역모멘텀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적 역모멘텀 투자 패턴은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와 주요경영사항공시,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모든 

공시분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코스닥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공시 직전 누적비정상수익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를 0.22주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그들이 

모멘텀 투자자로써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가능한 

추측과 설명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4장에서 한계점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장기적 역모멘텀 투자 패턴은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와 코스닥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 및 주요경영사항공시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에 대해 60일 누적시장초과수익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를 36.03주씩 늘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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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표 6] 기관 투자자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 모형 1을 

공시구분별로 OLS 추정한 결과이다.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수정결정계수 0.0043  0.0092  0.0009  0.0003  
         

상수항 -0.01   0.08  *** -0.01   0.04  *** 

𝐶𝐴𝑅𝑖(0,1) 0.00   0.02   0.00   0.01  ** 

𝐶𝐴𝑅𝑖(−3, −1) -0.09  *** -0.11  *** 0.01  *** -0.01  ** 

𝑀𝑂𝑀𝑖 3.42   26.44  *** 2.41   -4.14  ** 
         

Panel B. 코스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수정결정계수 0.0082  0.0072  0.0013  0.0006  
         

상수항 -0.04  * 0.02   -0.02  *** 0.01  ** 

𝐶𝐴𝑅𝑖(0,1) -0.02  ** 0.01   0.00   0.00  *** 

𝐶𝐴𝑅𝑖(−3, −1) -0.04  *** -0.09  *** 0.00   -0.01  *** 

𝑀𝑂𝑀𝑖 18.42  *** 6.98   7.29  *** 2.58  *** 
         

 

표 6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로, 대부분의 

공시분류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기관 투자자는 정보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잠정공시에 대해 직전 수익률 1% 감소당 0.02의 

비정상공매도거래를 줄이는 정보거래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정공시에 대한 정보효과는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대체로 단기적 수익률 상승에 공매도 

거래를 줄이는 모멘텀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하지 않은 실적공시를 제외한 모든 

공시분류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직전 누적수익률이 1% 증가할수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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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량을 0.11주 감소시켜 그 반응이 크기가 가장 

크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기관 투자자 고유의 투자행태라 할 수 있다.  

장기 누적시장초과수익률 증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증가시키는 역모멘텀 투자자의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직전 누적수익률 1% 증가당 누적비정상공매도 26.44주 

증가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가증권시장 주요경영사항공시에서 4.14주 감소의 예외가 존재했다. 

표 7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분석결과로 양 시장의 

주요경영사항공시 및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유의한 정보거래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주요경영사항공시에 대해 공시 직후 누적수익률 1% 감소당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를 0.002주 증가시키는데, 이 것은 개인의 

공매도거래 비중이 1% 미만임을 고려했을 때 작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 투자자 또한 공매도 시장에서는 정보거래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역모멘텀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와 그림 3에서 개인이 부정적 뉴스보다 

긍정적 뉴스 직후 더 큰 공매도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과 일관된 결과로 

예외 없이 모든 공시분류에서 같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코스닥시장 

실적공시에 대해 직전 누적수익률 1% 증가에 따라 

누적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약 0.22주로 그 반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체로 역모멘텀 투자로써 

공매도를 행한 것으로 추정된 것에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그 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개인 투자자에 대해 모형 1을 

공시구분별로 OLS 추정한 결과이다.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수정결정계수 0.0089  0.0112  0.0078  0.0060  
         

상수항 -0.003   0.000   0.004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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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𝐴𝑅𝑖(0,1) 0.000   -0.004  * -0.001   -0.002  *** 

𝐶𝐴𝑅𝑖(−3, −1) 0.013  *** 0.018  *** 0.017  *** 0.014  *** 

𝑀𝑂𝑀𝑖 1.925  ** -0.710   2.321  ** 0.651  * 
         

Panel B. 코스닥 

공시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수정결정계수 0.0108  0.0090  0.0055  0.0023  
         

상수항 -0.010   0.000   -0.003   0.004   

𝐶𝐴𝑅𝑖(0,1) 0.012  *** -0.001   0.000   -0.001  ** 

𝐶𝐴𝑅𝑖(−3, −1) 0.016  *** 0.022  *** 0.022  *** 0.009  *** 

𝑀𝑂𝑀𝑖 -2.889   -1.434   0.596   -0.284   
         

 

 

제 3 절 수익률 구간별 정보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추정의 강건성(robustness) 확인을 위해 구간별 

회귀모형인 모형 2를 구성하여 누적수익률 구간에 따라 공매도 

정보효과를 다시 OLS 추정했다. 그 결과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는 낮은 

누적수익률에 대해 정보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관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추정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모든 투자자 유형에 대해 높은 누적수익률 구간에서 정보효과가 

희석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 8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구간별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외국인에 대한 모형 1의 추정에서 유가증권시장의 잠정공시를 

동반한 실적공시에 대해 정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간별로 재추정한 결과 공시 직후 누적수익률이 -2.5%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누적 수익률이 1% 감소할 때마다 공시 직전 

비정상공매도거래량이 0.22주씩 증가하여 유의한 정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효과는 공시 직후 누적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희석되거나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시 분류에서 공시 직후 누적수익률 -2.5%부터 +2.5%까지의 

구간에서 누적수익률 단위증가에 따른 정보효과의 크기는 0.07주(0.22-

0.15)로 -2.5% 이하 구간보다 희석되었으며, +2.5% 이상 구간에서는 

그 크기가 -0.13주(0.22-0.15-0.20)주로 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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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됐다. 다시 말해, 공시 직후 수익률이 낮을수록 공시 직전 

공매도거래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높아도 공매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같은 경향이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 공시분류에서도 

확인되어(표 10)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가 일부 공시분류에 대해 

정보거래자로 행동한다는 이전의 결론을 강화한다. 또한, 표 9에서와 

같이 기관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 구간에서도 정보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아, 그들을 정보거래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 모형 2를 이용한 외국인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모형 2를 𝑪𝑨𝑹𝒊(𝟎, 𝟏)  구간별 OLS 추정한 결과이다. 𝒄𝟏 = −𝟐. 𝟓%, 𝒄𝟐 =

+𝟐. 𝟓%이며,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adjR2 0.0023  0.0094  0.0176  0.0122  
         

상수항 -0.23  *** -0.04   -0.08  *** -0.07  *** 

𝐶𝐴𝑅𝑖(0,1) 0.02   -0.22  *** -0.15  *** -0.06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5   0.15  * 0.07  ** 0.03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01   0.20  *** 0.11  *** 0.14  *** 

𝐶𝐴𝑅𝑖(−3, −1) 0.01   -0.15  *** 0.09  *** 0.11  *** 

𝑀𝑂𝑀𝑖 -4.91   -5.40   31.98  *** -3.97   
         

Panel B. 코스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adjR2 0.0040  0.0279  0.0164  0.0161  
         

상수항 -0.15  ** -0.02   -0.11  *** 0.06  *** 

𝐶𝐴𝑅𝑖(0,1) -0.07  * -0.39  *** -0.13  *** -0.07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2   0.24  *** 0.10  *** -0.01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12  ** 0.21  *** 0.06  ** 0.14  *** 

𝐶𝐴𝑅𝑖(−3, −1) 0.06  ** 0.19  *** 0.15  *** 0.10  *** 

𝑀𝑂𝑀𝑖 14.89   11.71   21.09  *** 5.60  *** 
         

 

[표 9] 모형 2를 이용한 기관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 

모형 2를 𝑪𝑨𝑹𝒊(𝟎, 𝟏)  구간별 OLS 추정한 결과이다. 𝒄𝟏 = −𝟐. 𝟓%, 𝒄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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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𝟐. 𝟓%이며,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adjR2 0.0040  0.0104  0.0021  0.0012  
         

상수항 -0.01   0.06  ** -0.02  ** 0.02  ** 

𝐶𝐴𝑅𝑖(0,1) 0.00   -0.03   -0.02  ** -0.02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2   0.01   0.01   0.02  *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02   0.09  ** 0.03  ** 0.03  *** 

𝐶𝐴𝑅𝑖(−3, −1) -0.09  *** -0.11  *** 0.01  *** -0.01  *** 

𝑀𝑂𝑀𝑖 3.50   25.84  *** 1.53   -4.70  ** 
         

Panel B. 코스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adjR2 0.0077  0.0075  0.0013  0.0016  
         

상수항 -0.05  * 0.01   -0.03  *** -0.01   

𝐶𝐴𝑅𝑖(0,1) -0.02   -0.04   -0.01   -0.02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1   0.06   0.01   0.01  ***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01   0.01   0.00   0.01  ** 

𝐶𝐴𝑅𝑖(−3, −1) -0.04  *** -0.09  *** 0.00   -0.01  *** 

𝑀𝑂𝑀𝑖 18.40  *** 6.00   7.12  *** 2.39  *** 
         

 

[표 10] 모형 2를 이용한 개인 공매도 정보효과 추정 결과 개인 투자자에 대해 

모형 2를 𝑪𝑨𝑹𝒊(𝟎, 𝟏)  구간별 OLS 추정한 결과이다. 𝒄𝟏 = −𝟐. 𝟓%, 𝒄𝟐 =

+𝟐. 𝟓%이며, *는 90%, **는 95%,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유가증권시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4,027  4,027  9,933  41,288  

adjR2 0.0091  0.0111  0.0083  0.0065  
         

상수항 -0.001   -0.002   0.000   -0.006  *** 

𝐶𝐴𝑅𝑖(0,1) 0.002   -0.010  * -0.008  ** -0.007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04   0.006   0.003   0.005  **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001   0.003   0.010  * 0.002   

𝐶𝐴𝑅𝑖(−3, −1) 0.014  *** 0.018  *** 0.017  *** 0.014  *** 

𝑀𝑂𝑀𝑖 1.963  ** -0.766   2.027  *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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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코스닥 

공시분류 잠정 실적(잠정 O) 실적(잠정 X) 주요경영사항 

관측치수 3,051  3,051  19,733  65,344  

adjR2 0.0121  0.0112  0.0058  0.0026  
         

상수항 -0.019  ** -0.006   -0.008  * -0.001   

𝐶𝐴𝑅𝑖(0,1) 0.004   -0.008   -0.006  * -0.005  *** 

𝐷1[𝐶𝐴𝑅𝑖(0,1) − 𝑐1] 0.001   -0.004   0.002   0.005  ** 

𝐷2[𝐶𝐴𝑅𝑖(0,1) − 𝑐2] 0.014  * 0.023  *** 0.010  * 0.001   

𝐶𝐴𝑅𝑖(−3, −1) 0.016  *** 0.020  *** 0.021  *** 0.008  *** 

𝑀𝑂𝑀𝑖 -2.993   -1.717   0.394   -0.341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공시구분별 투자자 유형별 공매도 정보효과를 

추정하여 정보거래의 관점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을 조감했다. 특히, 

공시 구분을 통해 실적공시에 대한 잠정실적공시의 정보비대칭 해소 

효과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했으며, 투자자 유형 구분을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개인 및 기관의 공매도 거래행태를 밝히고자 했다. 이에 

간단한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잠정실적공시가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고,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몇몇 공시 분류에 대해 정보거래자인 반면 기관 투자자는 

정보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개인 및 외국이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역모멘텀 투자 동기를 가지고 공매도에 참여하며, 기관은 

모멘텀 투자 동기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부정적 

정보의 공시 직전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의 공시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관련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비교분석 중 잠정실적공시의 정보비대칭 해소효과에 

대한 정황상의 증거를 발견했을 뿐 엄밀한 통계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공매도 데이터를 이용해 잠정공시 효과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보다 

적절한 통계적 설계가 더해진다면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긍정적 정보의 공시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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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러한 현상은 공시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공시 시점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들이 어떠한 동기로 

주가의 급등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행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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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of informed short sales transaction 

by the types of investors and information in Korea using the unique 

dataset of short trading volume around the disclosures for securities 

on KOSPI and KOSDAQ for the period March, 2015 through December, 

2019. I find the following things. First,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ers’ short trading volume increases prior to some disclosures 

while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ne does not so. Second, individual 

investors and foreigners take the short position as a reverse 

momentum trader while the institutional trader do it as a momentum 

trader. Third, I find no evidence of informed short sales transaction 

around the earnings announcements followed by management forecast 

announcement while there exist around those without provisional 

announcement. Finally, I find the increase of short trading volume 

precedes to good news as well as bad news in Korea. 

  

Keywords : Short-selling, individual trader, informed trading,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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