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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당일매매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를 검증하

다. 횡단면분석에서 두가지의 검증을 시행하 는데 첫째, 시가를 사용한 수익률의 분산(open-to-open
variance)과 종가를 사용한 수익률의 분산(close-to-close variance)을 비교함으로써 시가에 포함된 잡음

(pricing noise; pricing error)이 해소되는 속도를 검증하고자 하 는데 그 결과 당일매매가 시가에 포함된

잡음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 다.  둘째 시가에서 종가로 구한 수익률과 종가에서 시가

로 구한 수익률의 비율의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밤사이 쌓인 정보가 시가에 얼마나 빨리 반 되는 지를

분석하 는데 모든 규모의 포트폴리오에 해 당일매매 비중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횡단면 분석에서는 당일매매가 어떤 정보를 보다 빨리 주가에 반 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증 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하는 결과를 보 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Granger의 인과분석을 통해 당일매매가 시장전체 지수의 일중변동성(intraday
trading volatilities)을 크게 하 는지 여부를 검증하 다. 이 결과 당일매매가 지수의 일중변동성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일중변동성의 증가가 당일매매비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I. 서 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일매매(intraday trading) 비중 세계 1위로 전체거래에서 당

일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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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당일

매매비중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1998년 온라인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개인투자자들

이 투자정보에 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수수료 비용이 최 20

분의 1로 줄어들어 개인투자자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당일매매가 크게 증가

하 기 때문이다. 

[그림 1]은 1999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월평균 종합주가지수와

월평균 당일매매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9년 7월에 20.43%이던 당일매매 비중

이 2001년 9월에는 57.5%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터넷의 보급시기와

그에 따른 주식매매수수료의 인하경쟁과 시기를 같이 한다. 또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월평균 종합주가지수가 984.48포인트에서 720.77포인트까지 급락하

면서 투자자들이 하루 중에 매입과 매도를 완성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자별 당일매매 비중을 보면 개인투자자가 전체당일매매 비중의 90%를 상회하

여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당일매매가 주가수준이 5000원 미만 종목을 중심으로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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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주식과 개인이 선호하는 저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당일매매가 성행하 다.

당일매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당일 매매가 우리주식시장에 미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향을 연구함으로써 이에 한 규제 혹은 장려의 정책적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 것

이다.

II. 기존연구와 목적

증권거래소(2000년 12월)에서는 2000년 한 해 동안 액면분할 및 자본감소를 실시

한 99개 기업을 상으로 당일매매 비중의 변화에 한 연구를 하 는데 변경상장 전

20일, 상장 후 20일, 그 후 각 20일 간을 비교하 는데 액면분할 이후 당일매매 비중

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액면분할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자본감소 이전에는 저가주상태인데도 당일매매 비중이 낮은 특이현상을 나

타내는데 이는 자본감소의 경우 이미 수십일 이전에 자본감소 일정에 한 공시를 하

므로 자본감소 예정종목은 데이트레이더가 기피하고 이에 따라 주가수준이 유사한

종목들의 당일매매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중 거래량과 회전율 상위 종목

및 당일매매가 성행하는 20개 종목을 상으로 당일매매가 증가하면 주가의 변동성

이 증가하는 지, 아니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일매매가 증가하는지를 연구

하기 위하여 인과관계 검정(causality test)을 하 는데. 주가변동성과 당일매매의 인과

관계는 어느 일방으로 특징지어 지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따라 그 향을 미치는 방

향이 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 다.

박정식의“당일매매와 주가행태에 관한 연구”1)에서는 다음의 네가지를 검증하

다.

첫째, 당일매매 비중에 따른 요일별 수익률의 차이를 검증하 는데, 당일매매의 비

중이 높은 종목의 금요일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월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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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둘째, 당일매매 비중과 SML선의 적합도를 검증해봄으로써 잔차와 당일매매비중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는데, 당일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SML선과 각 가격의 평균값

이 큰 차이를 보여 높은 잔차를 보 다. 이는 당일매매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 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과 반응(overreaction)하 음을 의미한다.

셋째, 당일매매가 주가의 일중변동폭을 크게 만드는지를 검증하 는데, 그 결과 당

일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 일중변동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당

일매매가 일중변동폭을 크게하여 주식시장을 불안정(destabilize)하게 만들었을 가능

성을 제기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당일매매가 일중변동폭을 크게 한 것인지 당일매매자

(daytraders)들이 일중변동이 큰 종목에 모여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 으며, 당일

매매가 일중변동폭을 크게 하 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의 정보를 주식가격에

보다 즉각적으로 반 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하 는지의 여부에 해서는

설명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당일매매비중과 시장의 변동성과의 시계열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동시에 변동성의 관점에서 당일매매와 정보의 효율성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 다. 

III. 자료와 연구방법

1. 조사기준

당일매매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일인이 당일 중 매수한 종목에 하여 당일 중에 다시 매도한 경우 또는 동일인

이 당일 중 매도한 종목에 하여 당일 중에 다시 매수한 경우에 각 매도와 매수 중

낮은 거래량을 당일매매 거래량으로 본다.  여기서 비중은 종목별 당일매매 비중을

단순 평균한 값이 아닌 총액식으로 당일매매 거래량의 합계를 전체 거래량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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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본 연구는 크게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으로 나누어 지는데, 먼저 횡단면 분석

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상으로 분석하 다(관리 상종목과 우선

주는 제외하 다). 그 결과 약 670개의 종목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당일매매

비중에 따라 10개의 포트폴리오군으로 나누고 각 포트폴리오군을 다시 5개의 규모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규모효과를 통제하고 분석하고자 하 다.

시계열 자료로는 증권거래소에서 일별 당일매매 비중에 관한 통계자료를 2001년 1

월부터 집계하 으므로 2001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일별 당일매매비중 자

료를 사용하 다. 또한 이기간 동안의 거래량과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의 일중

변동성 자료를 사용하 다. 단위의 차이로 비교의 난이점을 해소하기위해 각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증감율로 변환한 자료를 사용하 다.

IV. 실증결과

1. 횡단면적 관점에서 본 당일매매와 변동성관계

1) 시가와 종가로 구한 수익률의 분산 비교

시가를 사용한 수익률의 분산(open-to-open variance)과 종가를 사용한 수익률의 분

산(close-to-close variance)을 비교함으로써 시가에 포함된 잡음(pricing noise; pricing

error)이 해소되는 속도를 알 수 있다.2) Gerety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952년

부터 1992년까지 Dow Jones 65 Composite Index의 수익률의 분산들을 비교한 결과

Var(OO)/Var(CC)의 비율이 평균 1.2 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시가에

포함된 잡음이 빨리 해소되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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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조사해 본 결과 이 값이 평균 1.54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당일매매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값이 떨어진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평균적으로 당

일매매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 Var(OO)/Var(CC)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의 하단을 보면 가장 큰 규모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유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일매매가 밤을 새운 정보가 가격에 빨리 반 진정한 가격을 찾도

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가와 종가시점에서 잡음만 가중시킨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2) 시가에서 종가와 종가에서 시가로 구한 수익률 분산의 비교

시가(O)에서 종가(C)로 구한 수익률의 분산과 종가에서 그 다음날의 시가로 구한

수익률의 분산을 나눈 값을 비교함으로써 밤을 새운 정보(overnight)가 얼마나 빨리

가격에 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밤사이 축적된 정보가 시

가에 한꺼번에 반 되어 정보의 지연반 으로 인한 차익거래의 기회가 적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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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당일매매비중과 규모별 Var(OO)/Var(CC)의 평균과 검정통계량

인자의 수준 smallest 2 3 4 largest 평균

P1 1.4135 1.6216 1.5904 1.6944 1.3590 1.5358
P2 1.4921 1.4484 1.5263 1.4915 1.4827 1.4882
P3 1.6703 1.6894 1.4678 1.6888 1.4116 1.5856
P4 1.5016 1.6133 1.6630 1.4719 1.4105 1.5321
P5 1.6027 1.5626 1.3989 1.5134 1.3904 1.4936
P6 1.4888 1.4922 1.4589 1.7217 1.4779 1.5279
P7 1.4680 1.7124 1.6224 1.7382 1.4062 1.5894
P8 1.5306 1.4331 1.6380 1.4635 1.5984 1.5327
P9 1.5112 1.4076 1.3834 1.4909 1.7434 1.5073
P10 1.2947 1.5758 1.6994 1.6036 1.7459 1.5839

Highest-Lowest -0.1188 -0.0457 0.1090 -0.0908 0.3870 0.0481

t-value 1.33 0.34 -0.34 0.42 -3.75*** -0.40

각 규모별 당일매매 비중에 따른 평균의 차이에 한 검정통계량

F-value 0.92 1.05 0.88 0.99 2.52** 1.27

*, **, ***는 각각 90%, 95%, 99%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증결과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CO의 분산과 OC분산

의 비율이 당일매매의 비중의 높고 낮음에 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를 통해 당일매매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시장의 정보를 가격에 보다 빨리 반

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된다. 즉 당일매매가 정보의 가격에 한 반 속도를

높 을 것이라는 우리의 짐작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2. 시계열적 관점에서 본 당일매매와 변동성관계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단위근을 갖는다는 의미는 시계열이 확률적 추세를 내포하여 검정의 경우 차분에

의해서 시계열의 안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단위근(unit root)의 존재

여부는 단어자체가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의 근이 단위(init), 즉 1이라는

값을 지니는가에 달려있다. 단위근을 검정하는 방법을 크게 DF검정법, ADF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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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당일매매 비중과 Var(OC)/Var(CO)의 평균과 검정통계량

인자의 수준 smallest 2 3 4 largest 평균

P1 974 953 755 616 1007 861
P2 992 698 741 737 1312 896
P3 1370 730 1010 947 1040 1019
P4 843 769 770 738 1036 831
P5 567 509 627 512 902 623
P6 1225 442 651 666 936 784
P7 1015 604 528 524 854 705
P8 842 821 536 981 696 775
P9 707 1009 465 499 968 730
P10 942 605 603 485 703 668

Highest-Lowest -31.48 -347.59 -151.74 -131.07 -303.97 -193.17

t-value 0.09 1.11 0.64 0.71 1.10 0.73

각 규모별 당일매매 비중에 따른 평균의 차이에 한 검정통계량

F-value 1.00 0.56 0.81 1.11 0.57 0.81

*, **, ***는 각각 90%, 95%, 99%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Phillips-Perron(PP)검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ADF(Augmented

Dicey-Fuller test)를 실시하 다. ADF검정법의 경우 시계열이 순수한 AR과정에 의해

서 생성되었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ARIMA과정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단위근 검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Said-

Dickey 검정법)도 있으나 적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형 Ⅰ: ∆Yt = γYt–1 + γ∑
P

i=1
δi∆Yt–i + εt (식 8)

모형 Ⅱ: ∆Yt = α + γYt–1 + ∑
P

i=1
δct–i + εt

모형 Ⅲ: ∆Yt = α + βt + γYt–1 + ∑
P

i=1
δi∆Yt–i + εt

일별 당일매매 비중, 일별 변동성, 가격변동성, 수익률의 ADF검정량은 모두 기각

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 Granger 인과관계검증이나 VAR분석을 위한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y)이

확보되어서 추정결과가 실제관계에 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여기서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이란 그 변수가 단기적 충격에 의해서 그 추세치에

서 이탈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추세치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의미한다. 만약 두 변수간

시계열이 비안정적(nonstationary)인 경우라면 이 시계열에 어떤 충격에 무작위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무작위적인 충격은 누적적이되고 장기적으로 특정한 향을 가한 것

으로 나타나게 되어 표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귀계수의 t값이 커져 회귀분석 결

과를 오도하는 가성상관(spurious correlation)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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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DF 검정

일별 당일매매 비중(DT) 일중 변동성(VT)

ADF 검정 통계량 -3.46 -4.438
1차차분 통계 -4.53 -3.79

F 통계량 18.47 29.76

(1% critical value: -3.4616 5% critical value: -2.8748 10% critical value: -2.5738)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공적분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계열 Yt와 Xt가 각각 단위근을 가질 때 이들의 선형

결합인 Yt – Xt가 단위근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들 시계열은 서로 공적분 관계에 있다

고 한다.  공적분의 검정방법은 회귀 잔차에 기초한 검정법과 방정식 체계에 의한 다

변량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검정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중 Johansen3) 검

정방법을 이용했다

검정결과 Likelihood ratio가 1% 기각역을 넘었기 때문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 Granger Causality test

인과관계분석에서는 Granger(1969)가 제시한 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이

Granger 인과관계모형은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lag model)으로 시차분포모형이란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변수의 현재 관측치는 물론 과거의 관측치까지를 포함하고 있

는 설명 변수들로 정의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자기회귀모형(AR: autoregressive

model)은 회귀모형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차가 있는 종속변수가 설명변수로 등장

하는 모형이다. 

VYt = ∑
m

i=1
αiDTt–i + ∑

m

j=1
βjVTt–j + εt (식 9)

DYt = ∑
n

i=1
λiDTt–i + ∑

n

j=1
δjVTt–j + ε2t (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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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적분 검정결과

단위근 우도 5% 유의수준 임계치 1% 유의수준 임계치

0.1104 35.84 15.41 20.04
0.0437 10.09 3.76 6.65

3) S. Johansen,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1988, pp. 231-254, 1988.



일단 시차의 길이를 적절히 두고 추정하되 두 식을 각각 한번은 그 로 추정하고,

또 한번은 모든 에 하여 αi = 0, 모든 i에 하여 δi = 0라는 조건 하에 추정한 다음

이러한 조건의 현실성여부를 검정한다.

(SSER – SSEUR)/q
F = _______________ (식 11)

(SSEUR)/(n – k)

단, n: 총 관측치의 수, k: 제약조건이 없을 때 회귀계수의 수, 

q: 제약조건이 부과된 회귀계수의 수

위 식에서 SSER과 SSEUR은 αi = 0 또는 δi = 0이란 조건을 부여했을 때와 부여하

지 않고 추정했을 때의 SSE값을 각각 나타낸다. 이 검정통계량의 값이 임계치보다

크면 부여된 조건의 향이 큰 것으로 보고 귀무가설 H0: αi = 0 또는 H0: δi = 0을 기

각하게 된다.

두 변수간의 관계는 크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어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로데이터(raw data)를 이용했을 때 일별 당일매매 비중과 일

별 변동성간에 양의 상관관계(0.1578, 증가율로 바꾼 데이터에서는 0.0007의 약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임)를 보 다.

이러한 검정과정을 거칠 때 상황은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변될 수 있으며, 각 상

황에 응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H0: αi = 0을 기각, δi = 0를 채택: 이 경우 당일매매 비중이 변동성에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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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anger Causality test

가 설 P-value
1 2

시차=1 시차=3 시차=5

VT는 DT에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0078 0.1650 0.53776 0.1578 0.0007
DT는 VT에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 0.1164 0.1035 0.05026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H0: αi = 0을 채택, αi = 0를 기각: 이 경우 변동성이 당일매매 비중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두 가설 모두 기각: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두 가설 모두 채택: 두 변수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상호 독립적임.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종합주가지수 변동성(VT)과 당일매매 비중(DT)간의

Granger causality test 결과는 아래와 같다.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이 데이트레이딩 비중의 원인이 된다.

: lag 1에서 유의수준 1% 내에서 Granger cause함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의 원인이 된다. 

: lag 5에서 유의수준 10% 내에서 Granger cause함

Granger 인과관계분석결과 일별 당일매매 비중의 증가는 일별 변동성의 증가의 강

한 원인으로 작용하 지만 일별 변동성의 증가가 당일매매의 비중의 증가에는 그리

큰 원인이 되지 못했다. 이는 앞의 당일매매가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규제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4) VAR(Vector autoregression)

VAR은 여러 개의 시계열 자료에 한 분석을 위해 변수 상호간에 향을 주는 동

적인 연립방정식이다. 다시 말해서 VAR은 내생 변수(endogenous)의 벡터를 그들 자

신과 다른 변수의 시차치(lagged value)의 선형함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

동시점의 외생 변수(exgenous) 또는 시차를 갖는 외생 변수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이

는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방법이 결합된 형태로 전통적인 자기회귀모형(ARMA)을

다변수 모형으로 확장시킨 모형의 성격을 가지며 최소자승법(OLS)에 의해 손쉽게

추정될 수 있고 모형의 예측력이 뛰어나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VAR의 경우 시

계열자료의 과거 변수간의 동적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변수간의 특별한 시계열적 움

직임을 가정하는 이론을 검증하는 등 크게 2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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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모형

VAR모형은 N개의 선형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되는데, 각 방정식은 각 변수들의 현

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여타 변수들의 과거 관측치들을 설명변수로 한

다. 결국 VAR모형은 모형내의 모든 변수의 현재 관측치로 내생 변수고, 그리고 모든

시차 변수들은 외생 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VTt = ∑
∞

S=0
AiVTt–s + εt (식 15)

= ∑
i

S=0
AsVTt–s + εt (시차를 t로 제한하는 경우)

VTt = ∑
α

N=1
βnVTn–α + ∑

α

k=1
γkDTk–α + ∑

α

i=1
δiVTi–α + εt (식 16)

(2) 장점 및 단점

첫째 모형작성자의 선험적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여 지극히 일반화된 유형의 모형

으로 작성되므로 이모형에서는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간의 주관적인 구분이 필요하

지 않다. 그러므로 모형을 작성할 때 모형 속에 포함될 변수들만 선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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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변수의 충격에 한 반응



둘째, 일반적으로 모형 내에 포함되는 변수가 많지 않아 실제예측을 수행하는데 비

용과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자료수집의 번거로움이 적다.

셋째, 반면에 모형에 도입된 변수의 수가 체적으로 작아 포함시킬 변수의 선정결

과에 따라 추정 및 자료분석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형 내에 어떠한 변수들을 포

함시켜야 하는지에 한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5) 분석 결과

�일별 당일매매 비중과 일별 변동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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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별 당일매매 비중, 일별 변동성, 가격변동성의 관계

당일매매비중(DT) 일별변동성(VT)

DT(-1) 0.362974 0.000208
(5.36705) (1.74791)

DT(-2) 0.138037 -0.000243
(1.91451) (-1.91319)

DT(-3) 0.061504 0.000181
(0.84605) (1.41820)

DT(-4) 0.166757 3.48E-05
(2.45539) (0.29145)

VT(-1) 66.50796 0.190587
(1.71005) (2.78510)

VT(-2) 16.51257 0.113724
(0.42439) (1.66118)

VT(-3) 7.516555 0.210873
(0.18992) (3.02822)

VT(-4) -17.29827 -0.020498
(-0.43676) (-0.29414)

C 7.128064 0.004541
(3.21831) (1.16536)

Adj. R2 0.368929 0.153804
F-statistic 17.07671 5.998374

회귀식: DT = 7.128064 + 0.362974DTt–1 +0.166757DTt–4 + εt(0.37) 
VT = 0.004541 + 0.190587VTt–1 +0.210873VTt–3 + εt(0.15)



VAR나 VECM의 경우 시차결정기준으로 Schwarz criteria를 최소화하는 시차를 이

용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차를 결정하 다.

6)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예측을 수행할 때 어떤 변수의 변화가 상 적으로 큰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코자

할 경우에는 예측오차의 분산을 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분산분해의 공식은 다음

과 같다. 다음과 같은 백분율에 의해 i변화의 j에 한 향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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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별 당일매매 비중의 분산분해

기 간 표준오차 당일매매비중 일별변동성

1 0.211299 100 0
2 0.221017 99.97929 0.020705
3 0.223197 99.91518 0.084821
4 0.224662 99.77461 0.225395
5 0.224678 99.76047 0.239533
6 0.224762 99.74708 0.252919
7 0.224787 99.72922 0.270777
8 0.22479 99.7279 0.272095
9 0.224792 99.72685 0.273154
10 0.224794 99.72553 0.274468

<표 8> 일별 변동성의 분산분해

기 간 표준오차 당일매매비중(DT) 일별변동성(VT)

1 0.008677 10.56374 89.43626
2 0.010487 9.160881 90.83912
3 0.010515 9.163028 90.83697
4 0.010683 9.257574 90.74243
5 0.010798 9.145155 90.85484
6 0.010805 9.135625 90.86437
7 0.010811 9.140728 90.85927
8 0.010819 9.13274 90.86726
9 0.01082 9.131207 90.86879
10 0.01082 9.131527 90.86847



뿐만 아니라 그 향력이 아주 미미할 경우 i변수를 외생적인 성격의 변수로 판정할

수 있다. 

∑
t–1

k=0
(ck

ji)2σ J2

__________×100 (식 17)
vt

i

(1) 일별 당일매매 비중의 분산분해

이러한 결과는 일별 당일매매 비중은 일별 당일매매 비중의 과거 시차 변수들의

향을 가장 크게 받고 가격변동성증가율과 일별 변동성증가율에 의해서도 향을 받

는다.

(2) 일별 변동성의 분산분해

일별 변동성증가율에 한 예측오차 역시 미결제수량의 과거 데이터가 가장 설명

을 잘해주며 일별 당일매매 비중과 수익률의 변동성에 의해 향을 받는데 시차가 길

어질수록 수익률의 상 적 향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lag3 이후로). Fung과

Patterson의 경우 일별 변동성과 일별 당일매매 비중, 수익률의 변동성을 가지고 분석

했는데 일별 당일매매 비중의 향력이 가격변동성의 향력보다 컸다.

V. 요약과 결론

첫째, 일별 당일매매 비중에 한 관찰 상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러한 이유는 증

권거래소의 당일매매 비중이 일별로 집계되기 시작한 것이 2001년 1월부터이기 때문

이다.

둘째, 일별 당일매매 비중과 일별 일중 변동성이 총량적(aggregated) 자료이다. 실

제에 있어서 당일매매는 종목별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총량적 자료를 사

용함으로써 당일매매의 시계열적 특성을 왜곡할 수도 있다. 앞으로 당일매매의 비중

에 따른 패널(panel)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당일매매 비중 및 일별 변동성에 한 변수들이 기 된(expected) 부분과 기

되지 못한(unexpected)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 되지 않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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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므로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변수들은 누적 변수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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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intraday-trading influence stock market volatility?

Jeong Sik Park*

ABSTRACT

Justifying intraday trading rate as the proportion of trades by whom a person buy and sell

the same stock in a day, the Korea Stock Exchange market recorded the highest level last two

years (2000 and 2001). So we can doubt about its harmful influence as an angle of volatility

and destabilization and market inefficiency.  

I have used two ways of approaches to test it. One is intraday trading volume to total

trading volume ratio of every stocks of Korean stock market approach as a cross-sectional

analysis, the other is vector-auto regression approach as a time-series analysis.

A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I have tested six suspicious problems in relation to intraday

tradings. 

First, I found that a portfolio with higher rate of intraday trading has recorded significantly

higher intraday volatilities. But this fact doesn’t mean intraday tradings make the stock

market more riskier, because intraday trader gathered on the stock which has high intraday

volatility.

Second, I have tested if intraday traders have a habitude of flocking together on the high

idiosyncratic risk stocks or not. And intraday tradings distorted price formation patterns. 

As for the time-series analysis, I have tested with VAR method whether intraday tradings

make Korean stock market more volatile. I couldn’t find any reasonable evidence of it. I have

박 정 식 59

*



tested it with daily trading volume data of KOSPI index. Because the index is aggregated data

and it couldn’t figure out the nature of intraday tradings.

These results support the opinion of ristrictionist that intraday trading hasn’t made market

more inefficiently in the cross-sectional approach and the time series approach.

Keyword: intraday trading, intraday price volatility, return VAR, Granger causality test,

variance decomposition,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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