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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verifies the phenomenon of 

which the Momentum and Reversal effect of stock 

price would depend on the subject of investment in 

the point of view of the Behavior Finance 

hypothesis.  For the experiment, this paper uses the 

KOSPI200 daily data and Net Investment Flow 

from Jan. 1999 to Dec. 2006. And we analyze the 

marginal profit and loss with foreigners, individual 

investors, and institutions. We verify the response of 

the subjects of investment based on the CAR for 3 

days after more than 3 percent rising or drop. We 

also verify the response with respect to the 

ascending and descending trend based on the profit 

trend and subjects’ behaviors a week before the 

drop. 

 

제제제제 1  1  1  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하면 주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에 투자자들은 과거의 주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초과수익을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은 
시장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동적 전략을 
따른다기 보다는 특정 기준에 따른 적극적 
매매기법에 의거하여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일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주문이 몰리며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무리(herding)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무리현상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가의 급등락 후에 추가적인 이상 
급등락 현상을 특정 투자주체의 주가 영향력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한 대략적인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명할 것이고,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효율적 시장(EMH)과 
행동재무(Behavioral Finance)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제 
3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 및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 
및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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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장장장장    이론이론이론이론    및및및및    선행선행선행선행    연구연구연구연구    
 
제제제제 1 1 1 1절절절절    효율적효율적효율적효율적    시장과시장과시장과시장과    이례적이례적이례적이례적    현상현상현상현상    
    

이론인 완전시장은 세금, 거래비용 
등의 마찰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며 완전경쟁이 충족되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해당 
자산의 가격에 신속, 정확, 충분히 반영된다는 
정보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효율적 시장이다(장영광, 2003). 그러나 효율적 
시장에 대해 배치되는 현상들이 1970년대 
후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이례적 현상(anomaly) 
으로써 연구되고 있으며 과소/과잉반응 현상, 
계절적 특성에 의한 현상(일중효과, 요일효과, 
1월 효과 등), 그리고 기업 특성에 의한 
현상(기업규모 효과, 소외기업효과 등)의 
3가지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De Bont, Wenner 

F.M, and Richad H, 1985). 
이러한 현상은 인간내면의 심리학 
(Psychology)적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이를 행동재무(Behavioral Finance)라고 한다. 
그 주요한 이론들에는 과잉/과소반응 이론, 
과신감 이론, 기대이론과 제거효과, 기여이론 
등이 알려져 있다.  

공시된 정보에 대해서 주가가 그 
정보의 가치 이상으로 반응함을 의미하는 
과잉반응(overreaction)은 시계열상 주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 
reversal현상을 초래하여 반대매매전략 
(contrarian strategy)이 가능하게 하며 
과소반응(under reaction)은 공적 정보에 대해 
그 정보의 가치보다 작게 반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계열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모멘텀 투자전략(momentum strategy)이 
가능하게 한다(De Bont, Wenner F.M, and 

Richad H, 1985). 
 
제제제제 2 2 2 2절절절절    MomentumMomentumMomentumMomentum &  &  &  & ReversalReversalReversalReversal현상현상현상현상    
    

Jegadeesh and Titman(1993)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별주식의 수익률에는 
momentum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계속투자전략의 수익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Rouwenhorst(1998)는 유럽 
12개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momentum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기업 규모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규모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Cooper, 
Gutierrez and Hameed(2004)는 momentum 

과 계속 투자전략의 투자성과가 과거 시장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각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De Bondt and 
Thaler(1985, 1987)은 월별 주가 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portfolio-formation)방법을 사용하여 주가 
수익률의 reversal 현상과 반대투자 전략의 
유용성을 연구하였다. Rosenberg과 Rudd 
(1982), Rosenberg, Reid, 과 Lanstein 
(1985)은 주가의 단기 과잉반응 연구에서 
지난 1개월간의 수익률을 토대로 패자 
포트폴리오와 승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패자가 승자보다 이후 1개월간의 수익률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임으로써 단기에 
있어서도 과잉반응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Zarowin(1989)은 De Bondt and Thaler의 
수익률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들이 발견한 과잉반응 현상이 규모효과와 
1월 효과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Chan(1989)은 
과잉반응 현상 연구에 있어 초과수익률이 
어떻게 측정되는가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방법에 있어 위험의 측정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제제제 3 3 3 3절절절절    기관투자자와기관투자자와기관투자자와기관투자자와    주가에주가에주가에주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기관투자자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있다. 
기관투자자의 매매가 주가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가설로(구맹회, 이윤선, 2001) 전자의 가설은 
기관투자자의 무리현상(herding) 또는 
기관투자자 사이의 매매가 서로 상관되어 있을 
때 주가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학설로 Shiller and Pound(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관투자자는 다른 
기관투자자의 매매로부터 투자의 질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려고 하며 결과적으로 
무리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반면 
Scharfstein과 Stein(1990)의 연구에 의하면 
펀드매니저는 독자적 투자 전략을 따름으로써 
성과가 다른 펀드매니저에 뒤 처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펀드매니저와 동일한 
주식을 보유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전략에 
따라 펀드매니저는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으므로 fundamental이 
아닌 기술적 분석이나 feedback strategy와 
같은 단기적 전략을 따르는데, 이는 
fundamental strategy가 성과도출에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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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걸리며 벤치마크에 비하여 
단기적으로 나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Cutler, Poterba과 Summers 
(1990)에 의하면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단기전략의 예로 추세전략이나 positive 
feedback strategy를 들고 있다. 이 전략은 
성과가 좋은 주식은 매수하고 성과가 나쁜 
주식은 매도하는 전략과 같이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과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과소평가된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불안정하게 하고 
주가를 fundamental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매매가 주가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관투자자는 이성적이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정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냉철한 
투자자라는 가설에 연유한다. 기관투자가는 
다양한 뉴스 리포트와 분석 보고서를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기관으로 하여금 
fundamental을 평가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받고 비슷하게 해석한다면 무리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 상관된 정보를 
받는다든지 동일한 정보라도 다르게 
해석한다면 무리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 역시 이성적인 기관투자자들은 
negative feedback strategy이나 reversal 
trade strategy, 즉,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고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파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제제제제 3  3  3  3 장장장장    실증실증실증실증연구연구연구연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증권선물거래소의 KOSPI200지수의 일별 
수익률(%)과 투자자 별 매매동향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9년 1월 5일부터 
2006년 12월 28일로 과거 8년간을 
대상으로  ±3%의 급등락이 발생한 날을 
사건일로 하여, 이후 1일, 2일, 3일간의 
초과수익률 분석을 위해, 각 일자간의 
누적초과수익률을 각각 CARCARCARCAR[1,1], 
CARCARCARCAR[1,2], CARCARCARCAR[1,3]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초과수익에 대한 투자주체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Net investment flow(NIF)를 
각 투자주체 별로 산출하여 초과수익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 하고자 한다. 
 
 

[표 3-1] 전체 데이터 일별 투자자 
매매동향 기초통계량 

(단위 : 개 / 백억 ) 

통계량 개인 외국인 기 관 

자료 수 1,985 1,985 1,985 
평균매수대금 419.56 159.44 284.65 
평균매도대금 419.01 1,59.75 284.84 
평균순매수대금 0.55 -0.31 -0.19 
표준편차 15.60 21.52 15.13 
최대순매도대금 -88.92 -139.18 -63.09 
최대순매수대금 94.44 148.81 74.09 

 
위의 수익률 자료 중 +3% 이상의 급등이 
발생한 데이터 136개와 -3%이하의 급락이 
발생한 데이터130개의 총 266개 사건일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일별 수익률 자료의 
기초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표 3-2] 사건 데이터 일별 수익률 
기초통계량 

(단위 : 개 / %) 
방향 자료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 136 4.4 1.28 3.01 9.96 

- 130 -4.48 1.44 -9.99 -3.01 

 
사건일 일별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기준으로 
양(+)의 주가 충격과 음(-)의 주가 
충격으로 구분한 후, 아래와 같은 Net 
investment flow(NIF)를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투자자 별로 산출하였다. 
 

itit

itit

Value Selling  Value Purchasing

Value Selling - Value Purchasing

+
=itNIF

[식 3-1] 
 
단, Purchasing Valueit = i그룹 투자자의 t 기간 동안 

매수대금 
Selling Valueit = i그룹 투자자의 t 기간  

동안 매도대금 
 
 

[표 3-3] 수익률 방향에 따른 투자주체 별 NIF평균 
(단위 : %) 

수익률방향 개 인 외국인 기 관 

+ 0.850 3.867 -1.137 

- 0.948 -0.606 -1.328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이라는 충격이 주어지는 경우, 그 이후 
단기간(3일) 동안 해당 종목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초과수익을 보일 
것이며 다음과 같은 두 연구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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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주가의 급등락은 이후 
주식의 초과수익을 유발할 것이며, 이 주가 
행태의 변화는 특정 투자주체의 투자행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이러한 초과수익은 투자주체 
별로 그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초과수익률 추정 및 검증을 위해서는 

사건연구(Event study)방법을 사용하여, 
가격 충격(사건)후의 초과수익률의 존재 
여부를 실증 검증하고, 각 표본 별로 분석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체 
표본, 양(+)의 주가 충격과 음(-)의 주가 
충격, 그리고 3그룹의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표본에 대해 각각 비정상 
초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통계적 검정력이 높은 시장조정모형(Market 
adjusted return model)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실험 절차는 주가의 일별 
수익률이 ±3% 이상의 급등락하는 경우를 
사건일로 선정 후, 비정상 초과수익률을 
측정하기 위해 사건일 이후 1일, 2일, 3일간 
KOSPI200지수의 수익률에서 사건일 이전 
일주간의 평균 KOSPI200지수 수익률을 
차감한다. 

  
ARt = Rt - RmT          [식 3-2] 
 

단,  ARt  = KOSPI200의 t 일의 비정상 초과 수익률 
Rt  = KOSPI200의 t 일의 수익률 
RmT = KOSPI200의 사건일(T)이전 일주간의 

평균 수익률 
 

위에서 산출된 개별종목의 비정상 
초과수익률은 다시 사건일 이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으로 
누적하여 누적초과수익률을 산출한다. 

 
CARij =                     [식 3-3] 
 

단, CARij : 사건일 이후 기간별 누적초과수익률 
CAR[1,1] = 사건일 이후 1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CAR[1,2] = 사건일 이후 2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CAR[1,3] = 사건일 이후 3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누적초과수익률(CARit) 산출을 위해 

사건일 이후 일별 수익률 자료에 따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1일, 2일, 3일째 수익률의 반영 정도를 
가중치를 주어 조정하였다. 계산된 각각의 

누적초과수익률을 표본 별 평균비교를 통해 
수익률이 0과 유의하게 다른지 관찰함으로써 
각 상황에서의 초과수익 여부를 분석 하였다.  
또한 투자주체의 이례현상 발생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위해 이례현상 발생 시 각 
투자주체 별로 NIF의 이례현상 이전과의 
행태를 비교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건일 이후의 행태와 추가급등락 분석을 
위해 NIF를 기준으로 양의 값에 매수, 음의 
값에 매도를 하여, 그 수익률과 승률을 
산출하였다. 
 

[표 3-4] Return과 AR의 t-검정 

  AR 
평균 0.000795 
분산 0.000277 
관측수 1978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977 
t 통계량 2.125583 
P(T<=t) 단측 검정 0.016831 
t 기각치 단측 검정 1.645625 
P(T<=t) 양측 검정 0.033662 
t 기각치 양측 검정 1.961165 
 

[표 3-5] Return과 CAR의 t-검정 

  CAR 

평균 0.002082 

분산 0.000885 

관측수 1978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1977 

t 통계량 3.11251 

P(T<=t) 단측 검정 0.000941 

t 기각치 단측 검정 1.645625 

P(T<=t) 양측 검정 0.001882 

t 기각치 양측 검정 1.961165 

 
t-검정 결과, AR, CAR 모두 평균이 

0과 유의하게 다르므로, Momentum, 
Reversal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6] 사건 발생일 NIF 평균 

개 인 외국인 기 관 사건수익률 
방향 NIF NIF NIF 

+ 0.064% -0.002% -0.046% 
- 0.027% -0.067% -0.092% 

 
 

∑
=

3

1

)/(
j

ij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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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사건일 이전 5거래일 간 
투자주체 별 NIF 행태 

개인 외국인 기관 사건수익률 
방향 NIF NIF NIF 

+ 0.148% 1.256% 0.123% 
- -0.096% -1.036% -0.216% 

 
[표 3-8] 사건 발생일 이후 투자주체 

별 성과 
 

개 인 외국인 기관  

NIF NIF NIF 

승률 53.05% 54.97% 52.08% 
NIF가중수익 11.98% 113.74% 14.36% 

 
[표 3-8]은 사건일 이후 추가수익 

여부를 위한 수익률 실험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각 투자주체의 승률은 유사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거래량을 가중한, 
즉 NIF를 가중한 수익률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제제 4  4  4  4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주가의 급등락을 발생시키는 데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 개인의 순이었다. 또한 
급등락 후 Momentum, Reversal효과를 
연출하는 영향력에서도 외국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거래데이터 
상에서 차익거래 또는 스프레드 거래로 인한 
시장중립적 포지션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참참참    고고고고    문문문문    헌헌헌헌    
 
구맹회, 이윤선, “투자자 유형과 주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제18권 (2001), pp.45-49. 

 
장영광, 『증권투자론』, 신영사, 2003, 

pp.400-401. 
 
Akiko Kamesaka and John R. Nofsinger, Hidetaka 

Kawakita, "Investment patterns and performance 

of investor groups in Japan",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No.11(2003), pp.8-11. 

 

Cooper M. J., R. C. Gutierrez, and A. Hameed, 

"Market States and Momentum", Journal of 

Finance, No.59(2004), pp.1345-1365. 

 

Cutler. D., J. M. Poterba, and L. H. Summers, 

“Speculative Dynamics and The Role of Feedback 

Trader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No.80(1990), pp.63-68. 

 

De Bont, Wenner F.M, and Richad H. Thaler, "Does 

the stock market overreact?", Journal of Finance, 

No.40(1985), pp.793-905. 

 

Ganzach, Toav, "Judging Risk and Return of 

Financial asse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No.83(2000), pp.353-

370. 

 

Jegadeesh, Narasimhan, and Sheridan Titman, 

“Return to Buying Winners and Selling Losers ; 

Implication for Stock Market Efficiency", Journal 

of Finance, No.48(1993), pp.65-91. 

Odean. T, "Are Investors Reluctant to Realize Their 

Losses?", Journal of Finance, No.53(1998), 

pp.1775-1798. 

 

Rouwenhorst, Greet K., "International Momentum 

Strategies", Journal of Finance, No.55(1998), 

pp.267-284. 

 

Scharfstein, D. S. and J. C, Stein, “Herd Behavior and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No.80(1990), pp.465-479. 

 

Scott, James, and Mark Stumpp, "Behavioral Bias, 

Valuation and Active Management", Financial 

Analysts Journal, No.55(1999), pp.49-57. 

 

Scott, James, and Vijay Singal, "Return Predictability 

Following Large Price Changes and Information 

Releas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No.25(2001), pp.49-57. 

 

Shiller, R. J, and J. Pound, “Survey Evidence on 

Diffusion of Interest and Information Among 

Investor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No.10(1989), pp.47-66. 

 

Weiner, Bernard, "Attributional Thoughts about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No.27(2000), pp.777-793. 

 

Zerowin, Paul, "Size, Seasonality, and Stock Market 

Overreaction",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No.25(1990), pp.113-126. 

2008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