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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tock market, the investors rely on stock information to trade. Good information may stimulate buying, raising 

the stock prices and the bad information may result in selling, decreasing the stock pric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tock prices, stock prices can be viewed as reaction of investors to all the information flowing 

into the marke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web stock news volume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significant changes 

of stock prices. When the web stock news volume for a firm increases significantly, the stock price movement is often 

oscillatory.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m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web IT 

and stock prices in Korean stock market. This research shows that when the web stock news volume increases 

significantly, volatility, trading volumes and rate of returns are increase too.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us with 

the new clues to the microstructure of the stock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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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 날과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 에 주가는 

수많은 요인에 향을 받는다. Fama[9]는 재 주

가는 과거의 정보를 모두 반 하고 있다는 효율  

시장가설을 주장하 고, Ross[22]는 주가가 시장

에 반 된 정보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했다. 이들

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의 모든 정보는 주가에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가에 향을 만한 정보

를 찾기 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 투자자들이 주

변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는 TV, 

라디오, 신문, 인 계 등을 있지만, 인터넷이 발

달한 지  많은 사람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포

털 사이트의 웹 뉴스, 인터넷 주식게시 에서의 개

인들의 의견, 기업들의 자 공시 등을 많이 참고

한다[2]. 순장부가나 순이익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도 한다

[1]. 한 이러한 웹 정보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 이용자들 기업  주식에 한 정보를 습득하

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웹 뉴스의 양과 주가

를 일일 단 로 측정하여 웹 뉴스량과 주가와의 

계에 해 알아본다. 특히 웹 뉴스의 양을 측정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정보기술의 형 인 유형

인 포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한 주가 

련 변수  변동성, 거래량, 수익률에 을 맞추

어 웹 뉴스의 양과의 계를 살펴본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주가를 설명하기 해 재무나 융 분야

에서 표 으로 사용해왔던 자기 상  방법(AR)

이나 이동 평균법(MA)등의 시계열 방법인 아닌 웹 

뉴스를 활용하 기 때문에 학술 인 차별 이 있

으며, 분석 상이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웹 뉴스라는 에서 실무 인 독창성을 지닌다.

웹 뉴스라고 해서 모두 주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뉴스를 주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뉴스와 주가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는 뉴스로 

구분한다. 흔히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

을 모두 이성 이라고 가정하면, 주가에 향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뉴스만이 실제로 주가를 변

동시킬 것이지만, 실은 그 지 않기에 주가와 무

한 뉴스들도 주가에 향을 끼쳐 주가의 변동성

을 크게 할 수 있다. 비합리 인 투자자들이 존재

한다는 가정 하에 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의 의미

와는 별개로, 웹 뉴스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

의 변동성, 거래량, 수익률이 변할 것이라고 상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 연구를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 자료

수집, 분석 방법을 포함하는 체 인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  가설 

검증 내용을 담았으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2. 선행 연구

2.1 이론  배경

2.1.1 효율  시장가설

Fama[9]는 효율  시장가설을 통해 자본시장의 

가격이 재 시 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 으로 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ama는 효

율  시장가설을 련되는 정보의 범 에 따라 약

형 효율  가설시장, 강형 효율  가설시장, 강

형 효율  가설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약형 효

율  가설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자도 과거의 정보

에 기 한 거래에 의하여 과 수익을 얻을 수 없

다. 강형 효율  시장가설에서는 어떤 투자자도 

공개 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 로 한 거래에 

의하여 지속 으로 시장 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강형 효율  시장가설에서는 어

떤 투자자도 모든 공식 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뿐

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  시장가설에서 이야기하는 

‘효율 ’인 시장에서의 정보  효율성 측면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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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터넷 뉴스가 주가 변동에 반 된다고 가정

한다.

2.1.2 행동 재무론

실제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해 과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효율  시장가설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상이다. 앞서 말한 효율  시장 가설을 비

롯한 통 인 재무이론들은 실제 투자자들의 행

동과 그로인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행동 재무

론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에 한 의문에

서 시작되었는데, 많은 행동 재무론 학자들은 효

율  시장가설과 반 되는 이상 상들을 비합리

인 결정을 내리는 실 세계의 투자자들의 행동을 

이용해 설명하 다.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이 비합

리 인 이유는 정보 처리 측면의 비합리성 때문이

다. 즉, 투자자들이 언제나 올바르게 정보를 처리

하지는 않는다. 그 로 Kahneman and Tversky 

[14]는 험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한 한 연구

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측할 때, 최근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불확실성 하에서는 극단 인 결론

을 내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밝 냈다. 몇몇 연

구에서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과거 믿음을 수정하는데 느리다는 것을 밝

냈으며[5, 12], 새로운 정보가 과거의 정보를 확

인해  때 과거 정보에 한 과잉반응이 나타남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8]. 한 투자자들이 정보를 

합리 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비합리 인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즉, 이는 행동  편의(behavioral 

bias)를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정보를 완벽하고 정

확하게 처리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서 비이성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연

구에서는 투자자들이 손실이 난 주식을 오래 보유

하고 이익이 난 주식을 일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

음을 보 다[19, 23]. Thaler and Johnson[25]의 연

구에서는 주식시장이 일정기간 상승했을 때 투자

자의 자본 이득이 증가하여 이 소득에 하여는 잃

게 되더라도 아깝지 않으므로 험한 투자를 반복

해서 계속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행동 재무론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

용 가능한 정보를 주가에 반 할 때, 항상 이성 이

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 다.

2.2 뉴스를 활용한 주가 연구

2.2.1 뉴스와 주가

주식 뉴스와 주가와의 계에 한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부분 특별한 뉴스에 한 주

식 시장의 반응에 을 두고 있다. 주가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표 인 뉴스는 경제지표 발표 

소식이 있다. 무역수지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Hardouvelis[11]는 1980년  반 미국의 무역수

지 발표가 S&P500 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 으나 Kretzmer[16]는 

1980년  후반에는 주가에 한 유의한 효과가 존

재하 음을 밝혔다. Sun and Tong[2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일본의 자동차 회

사 주가에는 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의 주가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경제지표 

이외에도 정치, 사회  사건의 발생 등 다양한 종

류의 뉴스가 주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Kamin-

sky and Schmukler[15]는 1990년  후반 동아시아

의 기기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수익률이 

다른 융 기국가에서 발생한 해외 뉴스에 민감

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 다. Baig and Goldfajn 

[3]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

리핀, 말 이시아 등 5개국의 주가변화가 융

기 기간  해외에서 발생한 새로운 뉴스에 향

을 받았음을 밝혔다. Ganapolsky and Schmukler 

[10]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융 기 기간  아

르헨티나 정부의 통화 원회제도 유지, 지  비

율 변화, IMF와의 합의, 새로운 재무장  지명 등

의 뉴스가 아르헨티나의 주가를 안정시켰다. 

2.2.2 뉴스량과 주가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는 활발한 연구와는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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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양 측면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의 연구는 각 정보의 의미

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정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정 인지 부정 인지에 따라 

주가에 미칠 수 있는 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

정하여 그 사건이 주가에 미치는 향을 주로 분

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 방식의 연구 결과

는 미래의 투자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 다수의 연구에서 정보의 양과 주가와의 

계를 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양을 직  측정하

기가 어려워 거래량을 정보의 양으로 정의하 다 

[6, 13, 17, 21]. 그러나 정보의 양과 거래량은 동일

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변수

이다. 이는 웹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 쉽지 않았던 

과거 연구에서의 임시 인 선택으로 단된다[18].

정보의 내용이 아닌 정보의 양 인 측면에서의 연

구의 표 인 는 Wysocki[26]의 웹 주식 메시지

의 양과 주가와의 연 성에 한 연구가 있다. 그

의 연구에서는 웹 주식 메시지의 증가가 당일 주

가  일 주가 변화와 련이 있음을 입증되었

다. Liang[18]는 Wysocki의 연구를 발 시키면서 

주식 메시지에 비해 주식 뉴스는 투자자에게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단하여 웹 주식 뉴스의 양

과 주가와의 계를 밝혔다. 추가 으로 정보기술

의 형 인 유형인 검색엔진상의 검색량과 주가

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4, 7, 20].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선행연구들 바탕으로 한

국에서의 웹 정보기술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

별 종목 웹 뉴스의 양과 주가의 계에 해 알아

본다. 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웹 뉴스의 양

은 변동성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거래량, 수익률

과도 계를 살펴 볼 것이다.

3. 연구 가설

3.1 웹 뉴스의 양과 주가

특정 기업에 한 웹 뉴스의 양에 큰 변화가 없

을 때 해당 종목의 주가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웹 

뉴스의 양이 증가했을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가 

큰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효율  시

장 가설의 정보 측면의 효율성에 따라 모든 웹 뉴

스는 주가에 반 되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이 언

제나 이성 이고 합리 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는 행동 재무론을 더하여 주가와 직 인 련이 

없는 웹 뉴스라고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이에 반응

하여 주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뉴스는 크게 직  뉴스와 간  뉴스로 나  수 

있다. 직  뉴스는 특정 기업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뉴스를 의미하고, 간  뉴스는 타 기업의 뉴

스의 내용  언 된 뉴스를 의미한다[15]. 각 기업

의 직  뉴스는 각 기업에 한 정보를 담고 있으

므로 주가에 직 인 향을 미쳐 정 이거나 부

정 인 효과를 낼 것이다. 한 각 기업의 간  뉴

스는 그 기업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동종 업계 는 연  기업에 한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주가에 미치는 향이 있을 수 있다.

웹 뉴스의 향을 받은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을 

통해 주가가 변화할 때 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표 인 변수인 변동성과 거래량을 토

로 가설 1-1과 가설 1-2를 설정하 다.

가설 1-1：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은 일일 주가 변동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은 일일 거래량에 향을 미

칠 것이다.

변동성과 거래량에 비해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표이다. 웹 뉴스의 양

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변동성과 거래량 

한 항상 양의 값이므로 쉽게 그 계를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경우에 따라 양 는 음의 

값을 갖게 되므로 웹 뉴스의 양과의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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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웹 뉴

스의 양과 더불어 주가의 상승/하락 추세를 고려

하여 수익률과의 계를 악해보고자 하 다. 즉,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와 주가가 하락 추

세에 있을 경우를 구분하여 웹 뉴스의 양과 수익

률과의 계를 악하기 한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3：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 주가의 상승/하락 추세는 일

일 주가 수익률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 1-1～가설 1-3을 요약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 가설 1

3.2 웹 뉴스의 양의 극단 인 변화와 주가

웹 뉴스의 양의 유의한 증가는 특별한 사건이 특

정 기업에 발생하 음을 의미하고 이는 그러한 특

정 사건에 한 주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18].

웹 뉴스의 양과 주가 정보의 계에 한 가설 

1을 더욱 확 하여 웹 뉴스의 양이 극단 으로 변

화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과 

련된 웹 뉴스의 양이 일일 평균 웹 뉴스의 양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을 경우, 해당 종목 

주가의 변동성과 거래량도 일일 평균 주가 변동성

과 일일 평균 거래량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할 것

이라는 추론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일일 주가 

변동성이 더 클 것이다.

가설 2-2：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일일 거래

량이 더 클 것이다.

수익률의 경우 첫 번째 가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경우와 주가가 하락 추

세에 있을 경우를 구분하여 실험하 다. 기업과 

련된 웹 뉴스의 양이 일일 평균 웹 뉴스의 양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을 경우, 해당 종목 주

가의 수익률도 일일 평균 주가 수익률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거나(상승 추세인 경우) 감소할 것

(하락 추세인 경우)이라는 추론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3：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일일 주가 

수익률이 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의 가설 2-1：가설 2-3을 요약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연구 가설 2

4. 자료 수집  분석 방법

4.1 자료 수집

4.1.1 웹 뉴스의 양

본 논문의 웹 주식 뉴스는 형 인 인터넷 정

보기술 서비스인 포털 네이버 뉴스(http://new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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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com) 서비스를 통해 각 기업의 명칭을 검색 

했을 때의 결과를 날짜별로 수집하 다. 네이버의 

뉴스  제목에 기업의 명칭이 포함된 뉴스를 직

 뉴스, 제목에는 기업의 명칭이 없으나 본문의 

내용  기업의 명칭이 포함된 뉴스를 간  뉴스

로 처리하 다. 즉, 다른 기업의 직  뉴스의 본문

에 포함된 뉴스를 간  뉴스로 정의하 다. 

4.1.2 주가 정보

표본이 될 종목을 선정하는 데에는 KOSPI를 

표하는 50개의 종목을 의미하는 KOSPI50 지수와 

KOSDAQ을 표하는 30개 종목을 의미하는 KO 

SDAQ STAR INDEX를 기 으로 하 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신규 상장 는 거래정지 등의 사유

로 인하여 1년간의 표본 기간  주가가 락된 기

업들은 제외하 다. 그 결과 KOSPI에서는 KOSPI50

에 포함된 50개의 종목  49종목, KOSDAQ에서는 

KOSDAQ STAR INDEX에 포함된 30개의 종목 

 27종목, 총 76종목이 선택되었다.

4.2 분석 방법

4.2.1 웹 뉴스의 양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한 변수인 각 기업

의 일별 직 , 간  웹 뉴스의 양을 76개의 기업 

249 거래일을 상으로 정의하 다(Di,t = 기업 i의 

t 시 에서의 직 뉴스, Ui,t = 간 뉴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별 직 , 간  웹 뉴스의 양의 크기

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정규화 해야 할 필

요가 있었다. 이를 해 각 기업의 1년 동안의 직

, 간  웹 뉴스의 양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일별 직 , 간  웹 뉴스의 양은 서로 독립

이고 랜덤하다고 가정하 고, 이를 토 로 각 

기업의 직 , 간  웹 뉴스의 양을 정규분포를 가

정하고 수화하 다. 각 기업의 일별 직 , 간  

웹 뉴스양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     ⋯ 

  

 


             ⋯     ⋯ 

μd,i(μu,i)와 σd,i(σu,i)는 직 (간 )뉴스의 평균과 

표  편차를 의미힌다. 이와 같은 정규화와 수

화 과정을 거쳐 DScore와 UScore는 각각 249일의 

표본 기간과 76개의 종목을 곱한 18,924개의 데이

터를 얻었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직  웹 뉴스와 간  웹 뉴

스의 양을 가  평균한 웹 뉴스의 양을 변수로 사

용하 다. 각 기업의 일별 웹 뉴스의 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와 의 값은 각각 1과 

0.1을 사용하 다. 즉, 기업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직  뉴스의 양의 비 과 타 기업과의 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간  뉴스의 양의 비 이 

가  평균 된 웹 뉴스의 양을 정의하 다[15]. 

기업에 따라 일별 웹 뉴스의 양의 크기의 편차

가 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정규화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해 각 

기업의 1년 동안의 웹 뉴스의 양의 평균과 표 편

차를 구하 다. 

일별 웹 뉴스의 양은 서로 독립 이고 랜덤하다

고 가정하 고, 이를 토 로 각 기업의 웹 뉴스의 

양을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수화하 다. 각 기업

의 일별 웹 뉴스양의 다음과 같다.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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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뉴스의 양의 극단 인 변화를 살펴보기 하

여 NScore의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다음과 같

이 집합으로 정의하 다.

      

      ≥ 

즉, 95%의 신뢰구간을 기 으로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변화 한 날과 일반 인 날의 집합인 NS 

core1과 NScore0을 정의하 다. 

4.2.2 주가정보

종목의 일별 수익률을 구하기 한 기 으로는 

일별 종가를 이용하 다. Pi,t는 기업 i의 t시 에

서의 종가를 의미한다. 한 KOSPI50과 KOSDAQ 

STAR INDEX를 지수의 기 으로 하 다.

 의 시점에서의지수 (5)

             ⋯ 

 의 시점에서의지수
              ⋯   

시계열의 효과와 종목별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편차를 제거하기 해, 일반 으로 각 기업의 일

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

           ⋯    ⋯ 

한 지수의 수익률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체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하여 각 종목의 수익률에서 지수의 수익률을 뺀 

주가 비수익률을 분석에 이용하 다. 즉 각 종목

의 일별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 다.

   ∈  ∈  (7)
              ⋯    ⋯ 

각 종목의 일별 변동성을 구하기 한 기 으로

는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일별 종가를 이용하 다. 

시계열의 효과와 종목별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편

차를 제거하기 해,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종

목의 일별 변동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  (8)

일반 인 재무, 융 연구에서의 변동성은 최근 

20일, 60일, 120일 등의 정해진 기간 동안의 종가를 

기 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별 

데이터를 얻기 해 하루간의 주가의 변동 폭을 

변동성으로 정의하 다. 한 시장 체의 움직임

을 제거하기 하여 각 종목의 변동성에서 지수의 

변동성을 뺀 주가 비변동성을 분석에 이용하

다. 즉 각 종목의 일별 변동성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 다.

   ∈  ∈  (9)
               ⋯     ⋯ 

거래량은 각 종목의 하루 동안 거래된 주식의 수

를 의미한다. 각 종목의 일별 거래량을 직  이용

하기에는 변동성,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종목의 규

모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무, 융 연구에

서의 거래회 율의 개념을 이용하 다. 각 종목의 

일별 거래회 율(QValuei,t)은 일별 거래량(qi,t)을 상

장 주식수(Qi,t)로 나  값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의 거래회 율 QValue를 거

래량 분석에 이용하 다. 각 기업 주가의 상승과 하

락 추세를 구분하기 하여 20일 이동 평균(Mi,t)을 

이용하 다. 20일 이동 평균은 각 기업의 최근 20

일 종가의 평균을 의미한다.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

보다 큰 날은 상승 추세에 있는 날,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보다 작은 날은 하락 추세에 있는 날로 

정의하 다. 

따라서 각 기업의 일별 상승과 하락 추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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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다음과 같다.

      

    ≤ 


   ⋯    ⋯ 

  (10)

와 같은 과정을 거쳐 RValue, VValue, QValue, 

TValue는 각각 249일의 표본 기간과 76개의 종목

을 곱한 18,924개의 데이터를 얻었다.

5. 분석 결과

5.1 웹 뉴스의 양과 주가

가설 1-1을 검증하기 해 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일일 주가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 가설 1-1 모델(요약,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모형 R R
2
 수정된 R

2
추정값의 표 오차

1 .204a .042 .042 1.58845

a： 측값：(상수)/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회귀 
모형

2,078.148 2 1,039.074 411.813 .000a

잔차 47,740.917 18,921 2.523 　 　

합계 49,819.066 18,923 　 　 　

a： 측값：(상수)/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b：종속변수：VValue_변동성.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Sig.

B 표 오차 베타

(상수) 1.055 .029 　 36.392 .000

DScore .258 .054 .036 4.742 .000

UScore 1.177 .048 .188 24.497 .000

a：종속변수：VValue_변동성.

<표 1>에서와 같이 t-검정과 F-검정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귀분석의 설명

력이 높지는 않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

아 일일 웹 직  뉴스의 양과 일일 웹 간  뉴스

의 양은 일일 주가 변동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

이다. 따라서 가설 1-1을 지지한다.

<표 2> 가설 1-2 모델(요약,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모형 R R
2

수정된 R
2

추정값의 표 오차

1 .155a .024 .024 1.22220

a： 측값：(상수)/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회귀
모형

696.581 2 348.291 233.161 .000a

잔차 28,263.730 18,921 1.494 　 　

합계 28,960.312 18,923 　 　 　

a： 측값：(상수),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b：종속변수：QValue_거래량.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Sig.

B 표 오차 베타

(상수) .524 .022 　 23.496 .000

DScore .238 .042 .044 5.688 .000

UScore .636 .037 .133 17.211 .000

a：종속변수：QValue_거래량.

다음으로 가설 1-2를 검증하 다. 이를 해 일

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일일 거래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에

서와 같이 t-검정과 F-검정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에서의 변동성과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높지는 않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일

일 웹 직  뉴스의 양과 일일 웹 간  뉴스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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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일 거래량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따라

서 가설 1-2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1-3을 검증하기 해 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 그리고 

주가의 상승하락 추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일

일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 회귀 분석

을 실시하 다. 

<표 3>에서와 같이 t-검정과 F-검정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과 가설

1-2에서의 변동성, 거래량과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높지는 않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일일 웹 직  뉴

스의 양과 일일 웹 간  뉴스의 양 그리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 추세는 일일 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따라서 가설 1-3를 지지한다.

<표 3> 가설 1-3 모델(요약,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모형 R R
2

수정된 R
2

추정값의 표 오차

1 .240a .058 .058 2.29929

a： 측값：(상수), TValue_상승 하락 추세, 

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회귀 
모형

6,127.156 2 2,042.385 386.323 .000a

잔차 100,024.852 18,920 5.287 　 　

합계 106,151.008 18,923 　 　 　

a： 측값：(상수), TValue_상승 하락 추세, 

UScore_웹 간  뉴스의 양,

DScore_웹 직  뉴스의 양.

b：종속변수：RValue_수익률.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Sig.

B 표 오차 베타

(상수) -.362 .042 -8.606 .000

DScore .421 .079 .041 5.344 .000

UScore .395 .070 .043 5.666 .000

TValue .531 .017 .224 31.646 .000

a：종속변수：RValue_수익률.

5.2 웹 뉴스의 양의 극단 인 변화와 주가

가설 2-1을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의 평균을 비

교하는 t-검정을 실시하 다. 즉,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집단과 그 지 않은 날의 집

단으로 나 어 변동성의 평균을 비교하 다. <표 

4>와 같이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데이

터는 체 표본 18,924개  1,220개 다.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변동성은 평균 2.36%

로 일상 인 날의 평균 변동성인 1.68%보다 높음

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이러한 평균 차이에 한 

통계 인 분석을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

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2-1을 

지지한다.

<표 4> 가설 2-1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 

　
NScore01

변화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VValue
변동성

1 1,220 2.3629 2.4086 .0689

0 17,704 1.6816 1.5442 .0116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t 자유도 Sig. 평균차

VValue
변동성

9.743 1,288.966 .000 .68135

다음으로 가설 2-2를 검증하기 해 가설 2-1에

서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t-

검정을 실시하 다. 즉,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집단과 그 지 않은 날의 집단으로 

나 어 거래량의 평균을 비교하 다. 

<표 5>와 같이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

한 데이터는 체 표본 18,924개  1,220개 다.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거래량은 

평균 1.34로 일상 인 날의 평균 거래량인 0.9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차이에 한 통계

인 분석을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2-2를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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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 2-2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 

　
NScore01

변화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QValue
거래량

1 1,220 1.3403 1.9112 .0547

0 17,704 .9033 1.1713 .0088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t 자유도 Sig. 평균차

QValue
변동성

7.884 1,282.86 .000 .43695

마지막으로 가설 2-3을 검증하기 해 가설 2-1

과 2-2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의 평균을 비교

하는 t-검정을 실시하 다. 먼  주가의 상승과 하

락추세를 고려하여 상승 인 경우와 하락 인 경

우 두 번으로 나 어 각각 평균 비교 검정을 실시

하 다. 즉, 상승추세, 하락추세 각각의 상황에서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집단과 그

지 않은 날의 집단으로 나 어 수익률의 평균 

비교를 실시하 다.

<표 6>은 상승 추세일 경우의 집단 통계량을 

나타낸다. 상승 추세일 경우 웹 뉴스의 양이 유의

하게 증가한 데이터는 672개, 그 지 않은 데이터

가 8,904개 다.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수익률 평균은 1.4%로 일상 인 날의 평균 

수익률인 0.50%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차이에 한 통계 인 분석을 하여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가설 2-3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상승)

　
NScore01

변화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RValue
수익률

1 672 1.4016 3.2145 .1240

0 8,904 .4967 2.2875 .0242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t 자유도 Sig. 평균차

RValue
수익률　

7.162 723.190 .000 .90490

즉, 주가가 상승 추세인 경우 일일 웹 뉴스의 양

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일

일 주가 수익률이 더 크다. 

<표 7>은 하락 추세일 경우의 집단 통계량을 나

타낸다. 

(표 7) 가설 2-3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하락)

　
NScore01

변화
N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RValue
수익률

1 548 -.884 3.08 0.131

0 8800 -0.51 2.16 0.023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Sig. 평균차

RValue

수익률　
-2.815 581.047 .005 -.3764

하락 추세일 경우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

가한 데이터는 548개, 그 지 않은 데이터가 8,800

개 다.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의 수

익률 평균은 –0.88%로 일상 인 날의 평균 수익

률인 –0.51%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

균 차이에 한 통계 인 분석을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가가 

하락 추세인 경우 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일일 주가 수

익률이 더 작다. 상승 추세일 경우와 하락 추세일 

경우의 각각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가설 2-3을 지

지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보와 주가와의 계 

는 뉴스와 주가와의 계에 한 연구들을 확장하

여 웹 뉴스의 양과 주가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효율  시장 가설과 행동 재무론을 이용하여 웹 

뉴스의 양이 주가에 향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직 , 간  웹 뉴스의 양이 변

동성, 거래량, 수익률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하 다. 이를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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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은 일일 평균 변동성, 일일 평균 거래

량에 향을 미친다.  일일 웹 직  뉴스의 양, 

일일 웹 간  뉴스의 양, 상승/하락 추세는 일일 

평균 수익률에 향을 미친다.

이는 뉴스의 의미와 내용과 상 없이 단순히 뉴

스를 통한 정보의 양만을 측정하더라도 주가와의 

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 직 , 간  웹 뉴스의 양이 평균과 비교하

여 극단 으로 변화한다면 변동성, 거래량, 수익률

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고 이를 바탕

으로 평균 비교 검정을 실시하 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평균 주가 변동성, 평균 거래

량이 더 크다.  일일 웹 뉴스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날에는 그 지 않은 날보다 평균 주가 수

익률이 더 크게 변화한다.

즉, 주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한 특

정 사건이 발생하 을 때 이는 웹 뉴스의 양의 유

의한 증가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가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향을 끼쳐 주가의 매수와 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동성, 거래량, 수익률을 더 크게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

로 인해 극 으로 활용되고 보 되는 다양한 정

보들이 실제 기업의 주가  가치에 향을 미침

을 실증 으로 연구하 다는 에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웹 뉴스의 양만을 측

정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의 의미를 분석할 수 

없었다. 이는 문장 는 제목에 포한된 감정 분석

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자연어 처리 과정이 필요하나 재까지의 기술로

는 완벽히 기계 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도 

있다. 차후에 기사의 의미를 분석하여 웹 뉴스의 

정보로써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계량화할 수 있다

면 주가와의 계에 있어서 더욱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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