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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투자자는 왜 분할주문을 하는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분할주문거래에 관한 연구- 

 

이 은 정 (서울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주식거래에서 특정 투자자가 하루 중 동일한 종목을 여러 번으로 분할하여 거래

를 체결하는 이유 등 분할주문 거래의 행태에 관해 분석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다. 한국주식

시장의 주식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도가 비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

도를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를 보유한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주문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제출한다는 Kyle(1985)의 이론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반면에 대량주문이 가격에 미치는 충격효과를 줄이기 위해 주문을 분할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정보거래자는 자신의 사적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거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높은 구간에 보다 많은 거래를 함으로써 정보를 노출시

키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주문 전략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정보우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투자자의 가격공헌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사한 규모의 주문을 비분할주문과 분할주문으로 구분하여 가격공헌도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

도 분할주문거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규모에서 가격공헌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분할주문거래의 경우에는 중규모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격공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단어 : 정보거래자, 은닉거래, 분할주문, 투자자집단, 시장충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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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nvestors split their orders? : An analysis 

of trading behaviors in the Korea Stock Exchange 
 

This paper analyzes the order submission strategy of the investors in the Korean 
stock market. One notable phenomenon in stock markets is the submission of split 
orders by investors. Informed investors want to maximize their profit by executing their 
orders before their private information is reflected on the prices of the stocks they want to trade. 
However, if they submit their orders in large sizes, the market would know that there is some 
private information not reflected on the stocks, and would react to move the stock prices to the 
disadvantage of the informed investors. One way to conceal their private information is 
therefore to split their orders over time so that other investors would not notice their orders.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the incentives of investors to spread their orders 
over time. Kyle (1985) shows that informed investors have an incentive to split their 
orders to conceal their private information. Barclay and Warner (1993) is the first paper 
that empirically tests the Kyle’s theory, and it finds that mid-sized orders are found to have the 
highest contribution on the price movements of stocks, and shows that this is due to the 
incentive of informed traders, who would split their orders into mid-sized orders to conceal 
their private information (“stealth trading hypothesis”). However, existing empirical 
literature including Barclay and Warner (1993) does not directly test the impact of split orders 
since they do not have the data that would allow them to identify whether an order is a split part 
of a larger order. This paper directly identifies whether an order is a part of a larger trading 
strategy and analyzes whether it has price contribution over time. 

Another concern on the part of investors who want to trade on a large scale is the price 
impacts their orders might have. Then, the split order submission strategy might be the result of 
the intention to simply decrease the market impact costs rather than concealing the private 
information of investors. This paper analyzes whether market impact costs are the major cause 
for the split order submission behaviors of investors (“market impact costs hypothesis”). It also 
divides the groups of investors as individual,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and checks 
which groups of investors have the highest impact on the stock prices in their split orders. 

For the empirical analyses, this paper uses intra-day trading data on the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that includes the account numbers of investors 
so that we can trace the trading behavior of all the investors on a trading da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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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and identify whether an order is a part of a series of orders for the shares 
of a company stock. 

The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investors split their orders mainly to conceal 
their private inform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ealth trading hypothesis, and 
that the market impact costs are not a major concern for them. I find that split orders 
have substantial price contribution while non-split orders do not. I also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iquidity and lower market impact costs attract more split orders,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market impact hypothesis”, but consistent with the 
stealth trading hypothesis since informed investors would prefer more liquid stocks 
which makes it easier to conceal their orders and information therefore. 

On the other hand, the split orders of institutional investors showed the largest 
price contribution, while those of individual investors showed relatively small price 
contribution. Interestingly, non-split orders did not have any price contribution even 
when their order is mid-sized, while small sized orders still have price contribution 
as long as they are split ones. The result suggests that informed investors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revelation of their private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ir 
trading sizes, and strategically behave to conceal their information. 

I also find that the amounts of split orders increase with total trading amounts 
when I divide trading days on 10-minute intervals and run a VAR model. This is 
again consistent with Admati and Pfleiderer (1988), which argues that, to conceal 
their private information, informed traders would submit their orders when market 
has higher liquidity. 

 
Keywords : Informed trader, Stealth trading, split orders, Investor groups, Market impa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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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가가 공적 정보 보다는 주로 사적 정보에 기인하여 변동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rench-Roll(1986), Barclay-Litzenberger-

Warner(1990) 참조). 사적 정보를 보유한 투자자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적 정보가 공적 정보화 되거나 또는 다른 정보거래자가 

동일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거래를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문량이 대량일 경우 투자자들은 대량거래주문을 정보거래자의 주문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정보거래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여 거래가 체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보거래자는 자신의 존재를 기타 투자자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Kyle(1985)은 정보가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위장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혹은 단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전략을 이용한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Barclay-Warner(1993)는 주가가 사적 정보에 의

해 주로 움직이며 사적 정보를 가진 정보거래자는 자신의 정보를 위장하기 위해 중규

모 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은닉거래가설(Stealth Trading Hypothesis)) 하에 많

은 주가 움직임이 실제로 중규모 거래에 기인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Barclay 등(1993)을 포함하여 기존 문헌에서는 어떤 주문이 대량거래의 분

할된 주문인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거래의 가격공헌

도를 파악하여 중규모 거래의 가격공헌도가 높다는 결과만을 확인하고 있다. 즉, 기존

의 실증분석 논문들은 분할되지 않은 중규모 주문과 분할된 중규모주문을 구분하지 

않고 이의 공헌도를 살펴보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주문크기가 중규모인지 소규

모인지로 구분하기 보다는 실제로 특정 주문이 여러 번에 걸쳐 분할되어 제출되었는

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이들의 가격공헌도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거래자료가 특정 투자자가 하루 중 실행한 모든 주문 및 거래 

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중규모 주문이 가격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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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것이 과연 분할되었기 때문에 중규모 주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중규모 주문인

지를 파악할 수 있어 Kyle(1985) 등에서 제시한 이론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동 논문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행태 및 가격공헌도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다. 

한편 분할주문 또는 중규모 주문이 제출되는 이유가 정보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단순히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대량주문은 일시

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는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대량주문을 일시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제출함으로써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을 최소화하는 전

략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사적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대규모 거래보다는 시

간차를 둔 여러 개의 중규모 거래를 선호한다는 “은닉거래가설”과 사적 정보가 없더

라도 단순히 시장충격비용을 줄여 매매가격을 유리하게 설정하려 한다는 “충격비용가

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중 주문 및 체결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종

목에 대해 하루 중 여러 번으로 주문을 나누어서 제출하는 투자자들을 파악한 후 이들

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가격공헌도를 분석하고 주문이 제출되는 상황

에서의 시장여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분할주문을 제출하는 자가 정보거래자인지 또는 

단순히 시장충격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정보거래자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목적이 혼

재 되어있는 지를 분석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

에서 과연 어떤 투자주체가 분할주문거래를 이용한 은닉거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를 살펴보고 투자자유형별로 정보 우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Admati-Pfleiderer(1988)는 정보거래자는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거래한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이 많은 시점에서 거래를 하

고자 하는지를 최초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투자자들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주가와 

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주문

제도, 호가공개시스템, 유동성제공자(Liquidity Provider) 또는 딜러제도, 대량주문처리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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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문헌 

 

정보거래자의 전략적 투자행태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Kyle(1985)은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정보거래자는 여러 시점에 걸쳐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그들의 정보를 은닉하려

고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거래자가 대량거래를 통하여 정보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에 거래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거래자가 대량거래와 이에 따른 

가격변화를 정보거래자의 정보에 대한 신호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거래자는 

대량거래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거래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보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동 논문은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Admati-Pfleiderer(1988)는 정보거래자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거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량주문 또는 중

규모주문과 같은 1 주문의 크기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어느 특정 시간대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실증연구로서 내부자거래를 이용하여 분석한 Cornell-Sirri(1992)는 전체 거래의 

38%가 중규모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내부자거래는 78.2%가 중규모로 거래되고 있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는 중규모 거래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이들은 중규모거래가 과연 분할된 주문인지 또는 원래 중규모인지에 대해서는 확

인하지 못하고 있다. 

Barclay-Warner(1993)는 정보거래자는 그들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이익을 획

득하기 위하여 중규모 거래를 선호한다는 은닉거래가설(stealth-trading hypothesis)

을 제시하면서 분할주문이 정보를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사적 정보가 있는 정보거래자는 분할주문을 통해 중규모 거래를 하고 

주가는 이러한 사적 정보에 의해 움직인다면 주가변화의 대부분은 중규모 거래에 의

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분석결과 이들은 중규모 거래가 가격공헌도가 가장 높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Chakravarty(2001)는 투자자

별로 중규모거래의 가격공헌도를 분석한 결과 중규모거래의 가격공헌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 또한 중규모 거래가 과

연 분할주문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원래 중규모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분할되지 않았음에도 중규모 주문의 가격공헌도가 높다면 이들의 가설은 지지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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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왜 중규모 주문의 가격공헌도가 높은 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과 가

설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문헌으로 최혁-정재만-이우백(2003)도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중규모 거래

의 가격공헌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Barclay-Warner(1993)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거래자의 암호화된 계좌번호를 포함한 일중 거래자료를 이용

하여 실제로 동일한 투자자가 하루 중 동일한 종목에 대해 몇 번에 걸쳐서 거래를 하

는 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분할된 중규모의 거래가 가격공헌도가 높은지, 아니

면 원래 중규모 주문 자체가 가격공헌도가 높은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은닉거래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거래규모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자의적

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주문의 분할여부에 따라 가격

공헌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

르면 투자자들은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분할주문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문인 경우에

도 분할주문의 경우 가격공헌도가 높고, 중규모 주문의 경우라 하더라도 분할하지 않

은 경우는 가격공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방법론이 한계가 있음을 확

인시켜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분할주문이 과연 사적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충격비용을 최소화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주문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분할주문의 또 다른 원인을 분석한다. 

 

2. 표본자료 및 통계분석 

 

2.1 표본의 선정 

 

통계 및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대상기간으로는 2003 년 2 월3 일부터 2003 년 5 월 

30 일까지 4 개월간(82 거래일)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주문으로부터 체

결여부까지 개별 투자자의 일중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투자자가 특정 종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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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떠한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일중 거래자료는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주문 및 체결 건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1 

 

* 기업의 종목코드, 매도/매수구분, 정정취소구분, 투자자의 계좌번호, 주문수량, 주

문가격, 주문시각, 주문구분(시장가/지정가 등), 투자자코드(개인/기관 등), 외국인투자

자코드, 장운영구분(동시호가/접속매매), 전후장구분, 직전가, 매도우선호가, 매수우선

호가, 호가접수시각, 프로그램호가구분, 정정취소수량, 원주문가격, 원주문수량, 원주문

잔량, 위탁상품구분, 공매도구분, 체결수량  

 

2.2 분할주문거래 현황분석 

 

본 논문에서는 기존논문과는 다르게 보다 직접적으로 분할주문을 측정하고 있다. 

즉 특정 투자자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을 (또는 매도주문을) 하루 중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제출하는 주문형태를 분할주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하루 중 여

러 번에 걸쳐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의 반대포지션 거래를 반복하는 데이트레

이더의 경우에는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번 거래한다기 보다는 일중 가격의 변동

성을 이용한 단기매매 투자자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였다.2  

 

2.2.1 분할주문거래 현황 

 

<표 1>은 전체 거래의 일평균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별 일평균 분할거래량

은 33만주이며, 일평균 총 거래량은 152만주로 나타나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은 21.9%로 

나타났다. 또한 매수주문의 경우에 분할주문 거래의 비중은 23.22%로 나타났으며, 매도주

문의 경우에는 19.8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매도주문보다는 매수주문에서 분할주문 거래

방식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경우 매도주문의 실패가 

매수주문의 실패보다 더 큰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박경서-이은정-장하성

(2003b) 참조), 매도주문의 경우 분할주문을 이용하여 정보를 은닉하려는 유인보다는 

                                            
1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한 자료로 투자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계좌번호가 암호화된 자료이다.  
2 데이트레이딩의 거래행태 및 가격공헌도에 관한 연구로 이은정-박경서-장하성(2005)을 살펴보면, 

데이트레이더는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하루 동안에 매도 및 매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투자자로서 

이들 거래의 가격공헌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트레이더는 비정보거래자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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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체결을 중시하는 정도가 보다 강해지므로 분할주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2.2.2 투자자별 분할주문거래 

 

투자자 특성에 따라 정보보유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개인투자자, 기

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하여 분할주문비중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전체분할

주문거래 중 약 11.4%는 기관투자자, 약 9.8%는 외국인투자자, 그리고 약 76%가 개

인투자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그러나 각 투자자별 총 거래량 중 분할주문 거래의 비중(<표 2>의 A/B)을 살펴보

면,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 중 약 60%를 분할주문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거래량 중 약 89%를 분할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하

고 있는데 이는 개인투자자의 분할주문거래 비중이 18% 수준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할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이들의 

주문처리 관행, 즉, 대량주문의 경우 자동적으로 주문을 분할하여 제출하는 관행에 기

인할 수도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감추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관행일 가능성이 높다. 

 

2.2.3 거래규모별 분할주문거래 

 

투자자의 총거래대금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충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할

거래를 거래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규모별로 상이한 투자유인이나 행태를 보이는 

가를 분석할 수 있다. 

<표 3>의 패널 a 는 각 투자자별로 구분한 후 총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거래규

모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분할거래량 비중을 살펴본 표이다.3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

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한 종목에 대한 총 거래규모가 500 만원 이하인 거래에서는 

약 33.7%가 분할주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 만원에서 1,000 만원 사이

의 거래에서는 약 41%가 분할주문을 이용하였고, 총거래규모가 1,000 만원에서 

5,000 만원 사이의 거래 중에는 44.6%가 분할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0 만

                                            
3 총거래규모는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거래를 체결한 경우 각 거래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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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1 억 원 사이의 경우에는 약 53%가 분할거래이고, 1 억에서 5 억 사이인 경우

는 약 65%가 분할주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거래규모가 5 억 이상인 경

우에는 해당 거래규모의 모든 거래 중에서 약 62%가 분할거래로 나타났다. 즉 총 거

래규모가 클수록 분할주문을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거래규모가 많을수록 

전체 거래량 중에서 분할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많게는 93%에 달해 기관투자자보다 높았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거래규모가 5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주문 거래를 이용

하는 비율이 약 16%에 불과하였으며, 1 천 만원에서 5 천 만원 사이의 거래에서는 전

체 거래 중 약 21%가 분할주문 거래를 이용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5 억 원 이상 거래

의 경우에는 약 6%만이 분할주문 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대규모 거래의 경우에도 개

인투자자는 분할주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널 b 에서는 각 투자자별로 총 분할거래량 중 해당구간의 분할주문 거

래비중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 분할주문을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

하는 전체 분할주문거래량 중에서 500 만원 미만에서의 비중은 0.84%에 불과한데 비

해 1 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약 83%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체 분할주문거래량 중에서 5 억 원 이상의 거래가 약 65%로 가장 높아 기

관투자자보다 더 거래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분할주문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즉 거래규모가 클수록 분할주문을 제출하는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거래규모가 큰 경우에는 시장충격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충격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들이 정보거래자이므로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분

할주문거래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한다.  

 

2.2.4 시간대별 분할주문거래 

 

하루 중 시간대별로 거래량과 투자자별 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분할주문거래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Jain-Joh(1988))에서는 

거래량이 개장직후와 폐장 직전에 많은 U-shape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시간

대는 동시에 정보비대칭의 정도도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Kyle(1985) 및 



 11

Admati-Pfleiderer(1988)는 정보거래자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거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분할주문 거래자가 정보거

래자라면 유동성이 높은 개장 직후와 폐장직전에 상대적으로 거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루를 1 시간 단위로 구분한 후 각 시간대별로 분

할주문 거래 비중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분석결과 일별 분할주문 거래량 중 9

시부터 10 시 사이에 거래된 분할주문 거래량(A/C)은 약 25.9%로 나타났으며 일별 

전체 거래량 중 9 시부터 10 시 사이의 거래량(B/D)은 26%로 나타나 특별히 분할주

문의 경우에 개장 직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폐장직전의 거래

량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 중 폐장 직전인 14 시부터 14 시50 분까지의 거래량 비중

은 15.86%로 나타났으며 분할주문 거래량 중 폐장직전 시간대의 거래량 비중은 

15.82%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

(A/B)은 개장 동시호가시장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장동시호가시장에서 전체 거래량 중 분할거래량 비중은 약 39%이

며, 9 시부터 10 시까지의 분할거래량 비중은 약 21.7%, 그리고 오후 2 시부터 2 시50

분까지의 비중은 약 21.84%로 나타났다. 

각 거래를 매수거래와 매도거래로 구분하여 분석한 패널 b 와 패널 c 를 살펴보면, 

먼저 매수거래의 경우에 개장직후의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23.14%)은 개장직후의 전

체 매수주문 거래량 비중(26.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폐장직전의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17.13%)은 폐장직전의 전체 매수거래량 비중(15.86%)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에는 폐장직전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또한 전체 

거래량 중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A/B)을 살펴보면 개장동시호가시장에서 전체 거래량 

중 분할거래량 비중이 약 33%이며, 9 시부터 10 시까지의 분할거래비중이 약 21%, 

그리고 2 시부터 2 시50 분까지는 약 25%로 나타나 개장동시호가를 제외하고는 장마

감으로 갈수록 분할거래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도주문의 경우에는 개장직후에는 분할주문 거래량 비중(A/C)이 전체 매

도거래량 비중(B/D)보다 약 3%p 높게 나타나 개장초기에 분할매도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분할주문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A/B)

을 살펴보면 오히려 장마감으로 갈수록 분할주문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매도주문의 경우에는 장마감으로 갈수록 정보의 노출여부 보다는 주문의 체결여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보노출과는 상관없이 대량 주문을 실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유동성과 분할주문거래에 대한 분석은 뒷장에서 보다 더 자세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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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투자자별 일평균 분할주문거래 건수 및 분할주문거래 비중 

 

다음으로 하루 중 동일한 종목에 대해 분할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는 체결된 거래

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몇 건의 거래를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평균 분할주문 

거래횟수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우선 기관투자자는 평균 7.5 번의 거래를 통해 거래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동안에 최고 750 번의 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 번으로 분할하여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는 하루 평균 약 28

번에 걸쳐 거래를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거래대금이 기관투자자에 비해 

약 2.9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할거래 체결건수는 약 3.6 배 정도 높게 나

타나 거래대금을 고려한 경우에도 외국인의 분할주문 건수는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 기관

투자자보다 분할주문 거래횟수가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2.6 분할주문 거래의 소요시간 및 거래횟수 

 

다음으로는 분할주문 제출자가 하루 중 얼마 동안의 시간에 걸쳐 거래를 완료하는 

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분할주문의 첫 거래에서 마지막 거래까지의 총 시간을 분석

하고 동시에 거래횟수도 살펴본다. 이러한 거래소요시간과 거래횟수는 거래금액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분할횟수와 

소요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총 거래시간 

및 거래횟수를 살펴본다.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그리고 개인투자

자 모두에서 거래규모가 많을수록 총 거래시간이 길어지며, 분할거래횟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보다 동일한 거

래규모에 대해서도 총 거래시간이 길었으며 평균 거래횟수도 많았다. 또한 거래규모가 

매우 작은 소규모 거래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 비해 

주문을 분할하는 횟수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성격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보다 사적인 정보인 반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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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공개될 성격의 정보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보다 천천히 거래를 하며 충분히 

분할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분석한다.  

 

2.3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과 분할주문거래 

 

기존의 문헌에서는 투자자들이 매수거래를 할 때 또는 매도거래를 할 때 주문을 여

러 번으로 분할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 정보를 노출시

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분할하여 주문을 체결하는 

또 다른 이유를 시장충격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적 정보가 없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량으로 주문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장충격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총 거래를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체

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별로 시장충격비용에 따른 분할주문 거래 비중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 시장충격비용의 크기로 분석대상 

기업들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장충격비용이 가장 큰 1 그룹의 분할주문 비중은 약 

34%인 반면 시장충격비용이 가장 작은 4 그룹의 분할주문 비중은 약 42%로 나타났

으며 각 그룹간의 차이값 검증 결과 유의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즉 시장충격비용이 

크다고 해서 분할주문 거래비중이 많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장충격

비용이 작을수록 분할주문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이 시장충격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분할주문을 제출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시장충격비용은 정보비대칭 정도와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정보

거래자와 비정보거래자간의 정보비대칭 정도가 클수록 최우선 사자가격과 최우선 팔

자가격간의 간격인 스프레드가 증가하며 이는 매수-매도거래를 완결하는데 따른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종목의 정보비대칭 정도가 아니라 시장유동성 

또는 시장의 깊이(market depth)에 따라서 주문을 분할하여 제출할 유인이 발생할 것

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정보비대칭의 대리변수인 스프레드가 유사한 기업

으로 표본기업들을 다시 분류하여 스프레드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시장충격비용에 따

른 분할주문 거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분석방법일 것이다.  

<표 8>에서는 스프레드 정도가 유사한 기업들로 표본기업들을 4 그룹으로 구분한 

후 다시 시장충격비용에 따라 2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분할주문 거래비중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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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스프레드가 큰 1 그룹의 경우 시장충격비용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분할주

문거래비중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32.85%, 34.47%로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경우에 분

할주문거래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그룹간의 차이값에 대한 유의

성은 없었다. 그러나 스프레드 기준으로 2 그룹과 3 그룹, 그리고 하위 4 그룹에서는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하위 기업에서 분할주문 거래 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프레드 정도에 상관없이 여전히 대부분의 그룹에서 시장충격비용이 작

을수록 오히려 분할주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충격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

문을 분할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고 있다.4 

다음으로는 정보비대칭 이외에 기업의 여타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과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분할거래비중을 살펴보았다(<표 9> 참조). 즉 시장충격비용을 기준으로 총 

4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에서 동일한 기업을 기준으로 시장충격비용이 평균 

이상인 날과 미만인 날로 다시 구분하여 각 그룹의 분할거래비중을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충격비용이 큰 1 그룹의 경우에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의 분할거래비중 평균은 

약 32%,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의 분할거래비중 평균은 약 31%로 나타났으며 둘 간

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충격비용이 클수록 오히려 분할주문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충격비용 2 그룹과 3 그룹, 4 그룹의 경우

에는 동일한 기업을 기준으로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과 작은 날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

며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단순히 시장충격비용을 줄

이기 위하여 분할주문을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할주문의 행태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Admati-Pfleiderer(1988)는 정보거래자가 자신의 정

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거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정보거래자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충격비용이 낮은 종목에서 오히려 분할주문이 보다 빈번이 관찰되는 결과

가 나타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분할주문 제출자가 사적 정보를 은닉하고자 하는 정보거래자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4 동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표본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투

자자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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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3.1 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 

 

앞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거래를 분할하여 체결하는 이유가 시장충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총거래규모별로 분할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거래뿐만 아니라 기타 규모의 거래에서도 분할주문을 이용하고 있어 중규

모 거래를 이용하여 은닉거래가설을 분석한 기존문헌의 방법론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분할하여 거래를 체결하

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분할거래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적 정보를 은닉하

기 위해서인지를 분석한다.  

 

3.1.1 투자자 그룹별 가격공헌 

 

분할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들이 가격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Barclay-Warner(1993)의 가격공헌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일정기간의 

가격변화 중 분할주문 거래에 의한 가격변화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분할주문 거래가 

가격을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Barclay-Warner(1993)는 개별 주식 i 의 가

격변화에 대한 거래규모 그룹 k 의 공헌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위의 식에서 분자는 하루 동안 그룹 k 에 의해 발생한 가격변화의 합을 나타내며, 

분모는 하루 동안 발생한 모든 가격변화의 합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격공헌도는 하

루 동안의 가격변화 중에서 그룹 k 에 의해 발생한 가격변화의 비중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가격의 변화를 일으킨 주문을 가격결정주문(price-setting order)으로 정의한

다. 예를 들어 매수호가(bid)가 1,000 원이고 매도호가(ask)가 1,100 원인 경우에 

1,100 원의 매수주문이 들어와서 체결가가 1,100 원이 되었다면, 가격이 매수주문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매수가격결정거래(buy price-setting trade)가 된다. 한편 가격

공헌뿐만 아니라, 거래빈도, 거래량, 거래대금 공헌도도 유사하게 정의한다. 즉 거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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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헌도는 일정기간 동안 총 거래빈도 중에서 투자자 그룹 k 의 거래빈도의 비중으로 

정의되며, 거래량공헌도는 일정기간 동안의 총 거래량 중에서 투자자 그룹 k 의 거래

량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또한 거래대금 공헌도도 일정기간 동안의 총 거래대금 중에

서 투자자 그룹 k 의 거래대금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가격공헌도는 Barclay-Warner(1993)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종목별로 1 일 동안에 대해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를 

계산한 후, 종목별로 전체 분석대상기간에 대해 전체 가격변화의 절대값을 가중치로 

하여 시계열 가중 평균을 구한다. 다음으로 전체 종목에 대하여 역시 전체 가격변화의 

절대값을 가중치로 하여 횡단면 가중 평균을 구한다. 분할주문 거래가 발생시킨 가격

변화가 1 일 동안의 전체 가격변화와 같은 방향이면 가격발견에 공헌하였으며, 반대방

향이면 가격발견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격변화의 원인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분할주문의 가격공헌도를 

살펴본다. 흔히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정보보유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자금운

용 규모가 크고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며 기업 및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더

욱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분석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전체 

가격변화와 같은 방향의 가격변화는 정보거래에 의한 것이고 반대 방향의 가격변화는 

비정보거래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기관투자자 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도는 전체 가격변화 중에서 75.79%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투자자 분할주문거래의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

헌, 거래빈도공헌이 각각 5.33%, 12.69%, 8.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투자자

의 분할주문거래는 매우 높은 가격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체 가격변화 중 외국인투자자 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도가 약 50.84%로 

이는 거래량공헌(4.57%), 거래대금공헌(12.76%), 거래빈도공헌(10.74%)을 크게 상회

하고 있어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투자자 분할

주문거래의 가격공헌도를 살펴보면 전체 가격변화 중에서 -62.4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가격변화와 반대방향의 가격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분할주문거래의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은 각각 13.65%, 10.61%, 14.93%인 점을 고

려하면 개인투자자의 분할주문거래는 전혀 정보 보유여부와 상관이 없는 행태인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Chakravarty(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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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는 가격발견기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는 오히려 가격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할주문 전략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서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

자는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에 있는 정보거래자인 반면 개인투자자는 특별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정보거래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3.1.2 측정기간별 가격공헌 

 

거래의 정보보유여부와 가격공헌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의 분석기간도 의미를 갖

는다. 측정기간의 선택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일별뿐만 아니라 주별, 월별로 측정기간

을 구분하여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공헌도를 살펴본다. 특히 측정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함으로써 분할주문거래자의 정보우위가 장단기 정보 중 어느 것에서 더 큰 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분할주문 거래자들은 정보보유자라는 점에서 단기

추세보다는 장기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할주문거래

가 일별보다는 오히려 주별 또는 월별 가격공헌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5  

<표 11>은 측정기간을 일별, 주별, 월별로 연장하는 경우의 가격공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할주문거래의 일별 가격공헌도는 

75.79%, 주별은 84.93%, 월별은 128.11%로 나타나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격발견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별, 주별, 월

별 가격공헌도가 각각 50.84%, 75.04%, 176.03%로 나타나 측정기간이 확대됨에 따

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보다 장기추세에 

있어서 보다 더 정보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절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

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앞의 <표 6>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보다 더 천천히 분할하

여 거래를 체결하며 분할횟수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보유

하고 있는 정보는 기관투자자 보다 사적인 정보이므로 보다 더 천천히 분할하여 거래

를 체결하며 이들의 가격에 대한 정보우위는 장기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측정기간에 상관없이 가격공헌도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가격발견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최혁-정재만-이우백(2003) 에서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중규모 거래의 가격공헌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규모거래의 가격공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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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할주문 거래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장단기에 상

관없이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3.1.3 거래규모별 가격공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분할주문거래는 거래량 대

비 가격공헌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공헌 정도는 거래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정보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가 확실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금액을 거래하고자 할 것이

다. 또한 투자금액은 흔히 투자자의 부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이들이 정보보유자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심지어는 앞 절에서 가격공헌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투자자의 분할주문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이 정보보유자일수도 있고 이에 따라 가격공헌도도 높을 수 있다.  

분석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는데, 패널 a 는 동일한 투자자가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주문을 제출한 경우 한 기업에 대한 “총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이며, 패널 b 는 동일한 투자자가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주문을 여러 번 

제출한 경우 한 기업에 대한 “평균분할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패널 a 에서 기관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에 대한 가격공헌도를 총거래규모별

로 살펴보면 동일한 기관투자자가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하루 동안의 총거래규모가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공헌은 0.18%로, 거래량공헌(0.07%), 거래대금공헌

(0.01%), 거래빈도공헌(0.3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거래규

모가 5 억 원 이상인 경우의 가격공헌은 57.52%로 거래량공헌(5.94%), 거래대금공헌

(12.35%), 거래빈도공헌(5.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투자자의 

경우 총거래규모가 클수록 가격공헌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규모가 

큰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분석 및 정보수집을 하게 되어 해당기업에 대해 보

다 더 정보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 경우에도 유

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규모에서 가격공헌도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할주문의 총 

거래규모가 1 억 원 이상에서 5 억 원 미만, 그리고 5 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90%와 0.36%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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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빈도공헌을 상회하지는 못하였다. 즉 앞에서의 추측과는 달리 심지어 5 억원 이상

의 대규모 거래라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

는 비정보거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할주문거래의 평균 거래규모를 대상으로 구분한 패널b 를 살펴보면, 우

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분할한 거래규모가 5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 천만원 이

상인 경우보다 가격공헌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분할거래 건당 평균 거래금액이 1 천 만원에서 5 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 가격공헌은 

29.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중규모 거래가 가격추세에 대해 정보우위에 있다는 

Barclay-Warner(1993) 및 최혁-정재만-이우백(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특이한 점은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인 경우라도 평균 분할금액

이 5 억 이상 그룹에서는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

문제출 금액이 5 억 이상이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거래를 위장할 수 없는 상당히 큰 

금액의 액수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분할하

였다기 보다는 시장충격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분할하여 거래

를 체결하는 유동성거래자의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대

부분의 거래규모에서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는 비정보거래자로 나타났다.  

 

3.2 분할주문 거래와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비교 

 

앞 절에서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을 살펴본 결과 분할주문거래의 경우 가격공헌

도는 개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빈도의 비중에 비해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할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전략을 이용하

는 투자자는 정보우위가 있는 정보거래자로 해석된다. 한편 Barclay-Warner(1993) 

및 최혁-정재만-이우백(2003)은 정보거래자가 정보 보유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중

규모로 나누어 주문한다는 은닉거래가설(stealth trading hypothesis)을 지지한다고 주

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하루 중 분할하지 않은 원래의 총거래규모가 중규

모인지, 또는 분할하여 체결된 거래규모가 중규모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논문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금액의 거래

에 대해 분할한 경우와 분할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가격공헌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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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13>에서는 동일한 투자자가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주문을 

이용하여 매수 및 매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를 비분할주문 거래로 정의하고 이들의 

가격공헌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의 비분

할주문 거래는 전체 가격변화 중에서 약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공헌

(0.86%)과 거래빈도공헌(1.40%)보다는 높은 가격공헌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대금공헌

(6.00%)보다는 낮은 가격공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의 비분할주문 

거래는 전체 가격공헌의 -17.1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가격변화와 반대의 가격공헌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음(-)의 가격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비분할주문거래는 심지어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가격추세

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14>에서는 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을 보

여주고 있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분할주문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규모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공헌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 천만원

에서 1 억원 거래 구간에서는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가 3%로 나타나 거래량공

헌(2.28%), 거래대금공헌(1.41%), 거래빈도공헌(1.47%)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작았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비분할주문 거래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구간

에서 전체 가격변화에 대한 가격공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평균 거래규모별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를 제시하고 

있는 <표 12> 패널 b 와는 매우 대비되는 결과이다. 즉 <표 12> 패널 b 에서는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규모에서 상당한 가격발견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 14>에서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는 가격추세

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투자자들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할주문 전략을 이용하지 않고 단 한번에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유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중규모 거래가 가격추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확인한 기존

연구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보보유여부는 거래규모보다는 분할여부에 보다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보거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 정보를 위장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를 체결한다는 Kyle(1985)의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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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격공헌도 회귀분석 

 

다음으로는 Barclay-Warner(199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

헌이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빈도 공헌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즉 종속변수를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으로 하고 투자자별 분할주문 

거래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거래량, 거래빈도, 그리고 거래대금 공헌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가격공헌의 분모 값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가격공헌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가격변화의 절대값을 가중치로 한 가중회귀분석(weighted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15>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회귀식 (1)

에서는 <표 10>과 <표 1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공헌과 동일한 값의 더미변수 회

귀계수가 추정된다. 즉 분할주문 거래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그리고 외국

인투자자가 유의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투자자는 유의적인 음

의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분할주문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더미변수에서 유의

적인 음의 값을 보였으며, 기타 더미변수들은 유의성이 낮았다. 다음으로 거래량 공헌

을 통제한 회귀식 (2)를 살펴보면, 분할거래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그리고 

외국인투자자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회귀식 (1)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의

적으로 비분할거래주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대금과 거래빈도공헌을 통

제한 회귀식 (3)과 회귀식 (4)에서도 회귀식 (2)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빈도 공헌을 통제하고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분할주문거래의 경우에는 비분할주문거래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유동성과 분할주문거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분할주문 거래자는 단순히 대량거래로 인한 시장충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거래자로서 자신의 사적 정보를 

최대한 감추기 위해 분할주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Kyle(1985) 및 Admati and Pfleiderer(1988)는 정보거래자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서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정보거래자들이 자

신의 정보를 은닉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주문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분할하여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가 충분히 은닉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

시 유동성이 높은 시점에 주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보거래자는 분할주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거래

량이 많은 시점에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사적 정보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공헌이 있는 분할주문 거래, 즉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

자자의 분할주문 거래를 대상으로 유동성 정도와 분할주문비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인투자자의 분할주문 거래를 제외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분할주문 거래라고 하더라고 가격공헌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량 수준이 분할주문 제출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할

주문 제출비중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분할주문을 제출하였

더라도 이들의 정보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전략을 추

종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할주문 

비중과 거래량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

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VAR 모형은 일변량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자기회귀모형

으로 확장시킨 모형으로 예측 및 내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 등과 관련하여 자

주 활용되고 있다. 즉 어떤 단일시계열의 현재 움직임이 자신의 과거 값뿐만 아니라 

다른 시계열의 과거 값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결정될 때 유용한 모형이다.  

분석을 위하여 일중주문자료를 각 종목별로 10 분 간격의 35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

석을 실시한다. 분석대상기업은 최소 10 분마다 주문이 제출되고 전체 분석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며 분할주문 거래가 최소 5 구간이상에서 발생한 기업 

84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일중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변수를 사용하

였다. VAR 모형의 시차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결정하

였다. 구체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tttttttt TimeDummyVolSPSP εββαα ++++= −−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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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 10분 동안의 분할주문 비중(=해당구간의 분할주문량/10 분 동안의 분할주문량 일

평균) 6 

Vol :10 분 동안의 전체 주문량 비중(=해당구간의 전체주문량/10 분 동안의 전체주문량 

일평균) 

Time Dummy : 시간대별 더미변수 

 

분석결과가 <표 16>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때의 계수값은 각 기업의 82 일 동안의 

평균을 기업별로 다시 평균한 값이다. [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 일 중 계수

값이 양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며, 두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 일 중 계수값이 음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다. 또한 (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 일 중 계수값이 유의

적으로 양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며, 두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 일 중 계수값이 유의

적으로 음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다. 

먼저 전기의 거래량이 이번 기의 분할주문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계수값 

평균이 0.0464 으로 양의 값이며 82 일 중 평균 44 일이 양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2 일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있었다. 한편 유의적으로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경우는 5 일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분할주문 비중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수값의 평균이 -0.0029 의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2 일 중 유

의적으로 양의 계수값을 갖는 날이 7 일, 유의적으로 음의 계수값을 갖는 날이 8 일로 

나타나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보거래자는 유동성이 

큰 경우에 거래한다는 Admati and Pfleiderer(1988)의 모형을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는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분할주문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분할주문전략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충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기 보다

                                            
6 분할주문거래의 체결시점이 아닌 분할주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tttttttt TimeDummyVolSPVol εδδγα ++++= −− 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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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사적 정보를 위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할주문거래의 가격공헌은 비분할주문의 가격공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빈도공헌을 통제한 후에도 여

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투자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분할주문 전략을 이용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기관투

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가격추세에 대한 정보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체 가격변화와 반대방향의 가격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할주문거래의 경우에도 투자주체별로 정보우위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논문에서는 정보거래자와 비정보거래자의 주문이 혼재되어 있는 중규모거래를 

이용하여 은닉거래가설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논문과의 비교를 

위하여 거래규모별로 주문을 비분할거래와 분할거래로 구분하여 가격공헌을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분할주문전략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규모 구간에서 가격추세

에 대한 정보우위가 강하게 나타난 반면, 분할주문 전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

규모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격공헌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거래자는 자신의 사적 정보를 위장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거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높은 구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 Admati-Pfleiderer(1988)의 이론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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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별 일평균 기초통계량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 

기업별 일평균 기초통계량임.  

 

(단위:주)  

  
2003년2월3일~ 

5월30일 

일평균 총거래량(A) 1,522,648 

일평균 총매수주문거래량(B) 761,324 

일평균 총매도주문거래량(C) 761,324 

일평균 분할주문 거래량(D) 333,450 

분할주문 거래 비중(D/A) (%) 21.90 

일평균 분할매수주문 거래량(E) 179,754 

분할매수주문 거래 비중(E/B) (%) 23.22 

일평균 분할매도주문 거래량(F) 153,696 

분할매도주문 거래 비중(F/C) (%) 19.85 

 
 

<표 2> 투자자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투

자자별로 분할거래의 비중을 살펴봄. 

 

 
기업별 일별 평균 분

할주문 거래량(A) 

기업별 일별 평균 거

래량(B) 
A/B(%) A/C(%) B/D(%) 

기관 38,108  63,285  60.22  11.43  4.16  

외국인 32,737  36,904  88.71  9.82  2.42  

개인 254,172  1,407,497  18.06  76.22  92.44  

기타법인 8,434  14,962  56.37  2.53  0.98  

합계 333,450 (C) 1,522,64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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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래규모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거

래규모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자별로 해당거래규모에서의 총거래량 중 분할주문 거래량의 비중 및 각 

투자자별로 총 분할거래 중 해당구간의 분할주문거래 비중을 살펴봄. 단위는 %임. 

 

a. 투자자별/총거래규모별 해당구간의 총거래량 중 분할거래 비중 

총거래규모(만원) 기관 외국인 개인 기타법인 

~500 33.73  41.16  16.10  26.65  

500~1,000 41.39  49.92  19.65  34.45  

1,000~5,000 44.62  68.57  21.27  48.67  

5,000~10,000 52.62  85.54  20.43  57.75  

10,000~50,000 65.46  93.26  16.75  64.35  

50,000~ 62.42  92.99  6.03  59.68  

 

b. 총분할거래 중 해당구간의 분할거래 비중 

총거래규모(만원) 기관 외국인 개인 기타법인 

~500 0.84  0.17  11.52  0.62  

500~1,000 1.06  0.25  12.59  1.01  

1,000~5,000 7.28  2.76  42.90  10.01  

5,000~10,000 8.03  4.04  14.55  11.93  

10,000~50,000 43.17  27.99  15.07  39.40  

50,000~ 39.62  64.79  3.37  37.03  

합계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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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간대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1

시간 간격으로 구간을 나누어 기업별 평균 매도(매수)주문 거래량 및 분할매도(매수)주문 거래량을 살

펴봄. (단위: 주)  

 

a. 전체주문  

시간 
기업별 일별  

평균 분할주문 거래량(A)

기업별 일별 평균 

거래량(B) 
A/B(%) A/C(%) B/D(%) 

개장 동시호가 15,363 39,676 38.72 4.61 2.61 

09:00~10:00 86,256 397,411 21.70 25.87 26.10 

10:00~11:00 51,360 240,117 21.39 15.40 15.77 

11:00~12:00 40,531 191,355 21.18 12.15 12.57 

12:00~13:00 32,567 160,990 20.23 9.77 10.57 

13:00~14:00 44,335 202,445 21.90 13.30 13.30 

14:00~14:50 52,743 241,542 21.84 15.82 15.86 

장마감 동시호가 10,295 49,113 20.96 3.09 3.23 

합계 333,449(C) 1,522,649(D)  100 100 

 

b. 매수주문  

시간 
기업별 일별  

평균 분할주문 거래량(A)

기업별 일별 평균 

거래량(B) 
A/B(%) A/C(%) B/D(%) 

개장 동시호가 6,605 19,838 33.29 3.67 2.61 

09:00~10:00 41,586 198,705 20.93 23.14 26.10 

10:00~11:00 27,927 120,058 23.26 15.54 15.77 

11:00~12:00 22,854 95,677 23.89 12.71 12.57 

12:00~13:00 18,588 80,495 23.09 10.34 10.57 

13:00~14:00 25,442 101,223 25.13 14.15 13.30 

14:00~14:50 30,790 120,771 25.49 17.13 15.86 

장마감 동시호가 5,962 24,556 24.28 3.32 3.23 

합계 179,754(C) 761,324(D)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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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도주문  

시간 
기업별 일별  

평균 분할주문 거래량(A)

기업별 일별 평균 

거래량(B) 
A/B(%) A/C(%) B/D(%) 

개장 동시호가 8,759 19,838 44.15 5.70 2.61 

09:00~10:00 44,670 198,705 22.48 29.06 26.10 

10:00~11:00 23,433 120,058 19.52 15.25 15.77 

11:00~12:00 17,676 95,677 18.48 11.50 12.57 

12:00~13:00 13,979 80,495 17.37 9.10 10.57 

13:00~14:00 18,893 101,223 18.67 12.29 13.30 

14:00~14:50 21,952 120,771 18.18 14.28 15.86 

장마감 동시호가 4,334 24,556 17.65 2.82 3.23 

합계 153,696(C) 761,324(D)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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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평균 분할주문 거래의 거래횟수 및 거래량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투

자자별 분할주문 거래자의 동일종목에 대한 분할거래횟수 및 거래량을 나타냄.  

 

 분할주문 거래횟수 (회) 

 평균 최저값 최고값 

기관 7.57  2 750  

외국인 27.65  2 2,005  

개인 3.00  2 3,335  

기타법인 6.70  2 316  

 분할주문의 거래량 (주) 

 평균 최저값 최고값 

기관 1,389  10 654,545  

외국인 809  10 1,386,280  

개인 1,400  10 2,587,763  

기타법인 2,371  10 1,226,845  

 분할주문의 총거래대금 (원) 

 평균 최저값 최고값 

기관 141,922,916  15,050  18,210,153,300  

외국인 409,534,132  15,450  79,017,960,000  

개인 14,008,342  1,600  18,627,750,000  

기타법인 126,292,003  7,000  32,634,0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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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거래규모별 분할주문 거래의 총 거래소요시간 및 분할주문 거래횟수 

2003년2월3일부터 2003년5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586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

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총거래규모별로 분할주문 거래의 총 거래시간(분할주문의 첫거래에서 마지막 

거래까지 걸린 시간) 평균 및 분할주문 거래횟수 평균을 투자자별로 살펴봄. 단위는 %임. 

 

총거래규모(만원) 
첫 거래에서 마지막 거래까지의 평균소

요시간(분) 
평균 분할주문 거래횟수 

기관 

~500 88.57 3.04 

500~1000 108.03 4.04 

1000~5000 124.69 5.83 

5000~10000 134.18 8.31 

10000~50000 138.98 11.73 

50000~ 165.03 18.40 

외국인 

~500 132.90 8.57 

500~1000 173.49 12.80 

1000~5000 214.06 20.91 

5000~10000 229.96 26.33 

10000~50000 238.54 31.36 

50000~ 258.11 39.20 

개인 

~500 76.33 2.72 

500~1000 76.98 2.92 

1000~5000 78.63 3.34 

5000~10000 82.84 4.20 

10000~50000 88.17 5.34 

50000~ 102.26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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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장충격비용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충격

비용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종목별 분할주문 거래 비중을 계산함. 1그룹은 평균 시

장충격비용 상위 25% 그룹이며, 4그룹은 평균 시장충격비용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임. 시장충격

비용(=|체결가격-{(매도우선호가+매수우선호가)/2}|/{(매도우선호가+매수우선호가)/2})은 거래금액 

200(±50)만원의 시장가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충격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일평균한 값임. 200(±

50)만원의 거래가 없는 종목 및 분할주문이 없는 종목은 제외함.  

 

구분 평균 시장충격비용(%) 종목수 분할주문 거래비중(%) 

1그룹 8.49 146 33.88 

2그룹 3.07 146 35.50 

3그룹 1.79 146 38.18 

4그룹 1.08 146 41.93 

1그룹과 4그룹 비교 0.0001 

2그룹과 4그룹 비교 0.0001 
차이값검증 

(P-Value) 
1그룹과 3그룹 비교 0.0001 

 

<표 8> 스프레드별 및 시장충격비용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을 대상으로 스프레드

를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한 후 시장충격비용별로 2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분할주문 거래의 비

중을 살펴봄.  스프레드 1 그룹은 평균 스프레드 상위 25% 그룹이며, 4 그룹은 평균 스프레드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임. 단위는 %임.  

 

스프레드 

구분 
시장충격비용 구분 평균 분할주문 거래비중 평균 스프레드 평균 시장충격비용 

상위그룹 32.85 2.05 9.58 1그룹 

(상위) 하위그룹 34.47 1.92 1.75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2593  

상위그룹 33.40 1.07 6.64 
2그룹 

하위그룹 37.42 1.06 1.55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0058  

상위그룹 37.05 0.67 4.14 
3그룹 

하위그룹 41.94 0.65 1.39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0013  

상위그룹 38.26 0.33 2.46 4그룹 

(하위) 하위그룹 43.58 0.28 1.35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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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충격비용별 분할주문 거래비중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충격

비용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한 후 다시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중앙값 이상)

과 작은 날(중앙값 미만)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분할주문 거래의 비중을 살펴봄.  시장충격비용 1그룹

은 평균 시장충격비용 상위 25% 그룹이며, 4그룹은 평균 시장충격비용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임. 

단위는 %임.  

 

시장충격비용 구분 시장충격비용 구분 평균 분할주문 거래비중 평균 시장충격비용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 30.92 13.75 1그룹 

(상위)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 32.37 0.68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0004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 34.71 5.49 
2그룹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 35.09 0.56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2606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 38.34 3.08 
3그룹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 38.58 0.51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4533 

시장충격비용이 큰 날 44.11 1.89 4그룹 

(하위) 시장충격비용이 작은 날 44.37 0.36 

분할주문 거래비중의 차이값검증(P-Value) 0.5079 

 

<표 10>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도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개 종목을 대상으로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량, 그리고 거래빈도 공헌을 일별로 계산함. 가격공헌은 1일 동안 분할주문 제출자의 체결변수의 

누적값을 1일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체결변수의 누적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종목별로 시계열 가

중평균을 구한 후 횡단면 가중평균을 구함. 가중치는 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빈도 각각에 대해 전

체 가격변화의 절대값,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빈도를 적용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을 나타냄. 

 

구 분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 

기관 75.79*** 5.33*** 12.69*** 8.53*** 

기타법인 12.23*** 1.18*** 1.92*** 1.27*** 

개인 -62.43*** 13.65*** 10.61*** 14.93*** 

외국인 50.84*** 4.57*** 12.76***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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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측정기간별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 개 종목을 대상으로 측정기간별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을 

계산함. 가격공헌은 일별, 주별, 월별 동안 분할주문 제출자의 체결변수의 누적값을 일별, 주별, 월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체결변수의 누적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종목별로 시계열 가중평균을 구한 

후 횡단면 가중평균을 구함. 가중치는 전체 가격변화의 절대값을 적용함. 단위는 %임.  ***, **, *는 각

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투자자유형 일별 주별 월별 

기관 75.79*** 84.93***  128.11***  

기타법인 12.23*** 10.13***  -8.80*  

개인 -62.43*** -76.52***  -83.43***  

외국인 50.84*** 75.04***  176.03***  

 

<표 12> 거래규모별 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분할거래규모 및 평균분할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자별로 분할거래의 일별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을 살펴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a. 총 분할거래규모별 가격공헌  

 

총거래규모(만원)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 

기관 

~500 0.18  0.07 *** 0.01 *** 0.36 *** 

500~1000 1.08  0.12 *** 0.01 *** 0.41 *** 

1000~5000 8.56 *** 0.57 *** 0.12 *** 1.29 *** 

5000~10000 10.26 *** 0.85 *** 0.26 *** 1.24 *** 

10000~50000 28.40 *** 3.12 *** 2.77 *** 4.00 *** 

50000~ 57.52 *** 5.94 *** 12.35 *** 5.20 *** 

개인 

~500 -29.00 *** 0.93 *** 0.07 *** 3.64 *** 

500~1000 -17.22 *** 1.18 *** 0.10 *** 1.94 *** 

1000~5000 -19.91 *** 4.99 *** 0.85 *** 4.86 *** 

5000~10000 -3.72 *** 2.41 *** 0.81 *** 1.75 *** 

10000~50000 1.90  3.39 *** 2.58 *** 2.24 *** 

50000~ 0.36  3.44 *** 8.79 *** 2.11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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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0.13  0.03 *** 0.00  0.30 *** 

500~1000 -0.03  0.09 *** 0.01 * 0.55 *** 

1000~5000 7.17  0.32 *** 0.04 *** 1.48 *** 

5000~10000 12.67 *** 0.54 *** 0.10 *** 1.58 *** 

10000~50000 19.32 *** 2.40 *** 1.01 *** 4.58 *** 

50000~ 47.79 *** 7.43 *** 14.07 *** 8.51 *** 

 
 
b. 평균 분할거래규모별 가격공헌  

 

평균 분할거래규모 

(만원)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 

기관 

~500 16.05 *** 0.60 *** 0.08 *** 2.07 *** 

500~1000 28.98 *** 0.94 *** 0.18 *** 1.46 *** 

1000~5000 25.62 *** 3.07 *** 1.68 *** 3.59 *** 

5000~10000 5.93 *** 2.21 *** 2.24 *** 1.81 *** 

10000~50000 15.45 ** 4.77 *** 7.70 *** 2.65 *** 

50000~ -3.87  2.99 * 9.56 *** 1.49 *** 

개인 

~500 -61.97 *** 2.92 *** 0.21 *** 6.54 *** 

500~1000 -8.81 *** 2.31 *** 0.28 *** 2.20 *** 

1000~5000 -7.63 *** 5.47 *** 1.68 *** 3.93 *** 

5000~10000 1.41  1.85 *** 1.50 *** 1.17 *** 

10000~50000 5.88  2.56 *** 4.44 *** 1.39 *** 

50000~ -11.76  2.97  7.92 *** 1.36 ** 

외국인 

~500 10.78 *** 0.68 *** 0.13 *** 3.56 *** 

500~1000 14.22 *** 1.34 *** 0.31 *** 2.36 *** 

1000~5000 29.17 *** 3.95 *** 2.44 *** 5.22 *** 

5000~10000 12.35 ** 3.66 *** 3.86 *** 3.33 *** 

10000~50000 8.17  2.97 *** 9.47 *** 3.09 *** 

50000~ -7.89  3.70 *** 9.98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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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개 종목을 대상으로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거래대금공

헌, 거래량, 그리고 거래빈도 공헌을 일별로 계산함.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

냄. 

구 분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 

기관 3.14 *** 0.86 *** 6.00 *** 1.40 *** 

기타법인 0.49  0.36 *** 1.15 *** 0.35 *** 

개인 -17.11 *** 20.50 *** 11.89 *** 23.98 *** 

외국인 -2.85  0.15 *** 0.58 *** 0.19 *** 

 

<표 14> 거래규모별 비분할주문 거래의 가격공헌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개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규모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자별로 비

분할거래의 일별 가격공헌도를 살펴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거래규모(만원) 가격공헌(%) 거래량공헌(%) 거래대금공헌(%) 거래빈도공헌(%) 

기관 

~500 -0.27  0.06 *** 0.01 *** 0.28 *** 

500~1000 1.26 * 0.12 *** 0.02 *** 0.17 *** 

1000~5000 0.73  0.30 *** 0.14 *** 0.36 *** 

5000~10000 0.50  0.60 *** 0.35 *** 0.38 *** 

10000~50000 1.87 * 1.22 *** 2.39 *** 0.91 *** 

50000~ -1.93  2.38 *** 9.80 *** 1.23 *** 

개인 

~500 -27.95 *** 4.33 *** 0.30 *** 10.58 *** 

500~1000 -3.25 *** 3.44 *** 0.40 *** 3.87 *** 

1000~5000 -2.19  8.37 *** 2.21 *** 6.85 *** 

5000~10000 3.00 *** 2.28 *** 1.41 *** 1.47 *** 

10000~50000 2.27 *** 2.34 *** 3.51 *** 1.40 *** 

50000~ 3.47  2.70 *** 9.35 *** 1.15 *** 

외국인 

~500 -2.46  0.02 *** 0.00  0.06 *** 

500~1000 -0.99  0.09 *** 0.01  0.09 *** 

1000~5000 0.11  0.15 *** 0.05 ** 0.14 *** 

5000~10000 4.00  0.19 *** 0.1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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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0000 -0.85  0.49 *** 0.69 ** 0.33 *** 

50000~ -3.18  0.94 * 3.01 *** 0.45 *** 

 

<표 15> 분할주문거래 가격공헌에 대한 회귀분석  

2003 년2 월3 일부터 2003 년5 월 30 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분할거래 및 비분

할거래가 투자자유형별로 존재하는 204개 종목을 대상으로 표본종목의 일별 투자자별 가격공헌을 종

속변수로 하고, 분할거래 및 비분할거래 기준 각 투자자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며, 거래량, 거래대

금, 거래빈도 공헌을 통제변수로 한 가중 회귀분석(weighted least square regression)의 결과임. 가중

치는 전체 가격변화의 절대값을 사용함. ( )안의 값은 t 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

준을 나타냄. 

 

 (1) (2) (3) (4) 

분할거래 기관투자자 더미 
0.7579*** 

(21.25) 

0.5476*** 

(13.79) 

0.5231*** 

(12.46) 

0.6017*** 

(15.40) 

분할거래 기타법인 더미 
0.1225*** 

(3.43) 

0.0878** 

(2.51) 

-0.0845** 

(2.40) 

0.1003*** 

(2.85) 

분할거래 개인투자자 더미 
-0.6248*** 

(-17.50) 

-0.7749*** 

(-20.71) 

-0.7607*** 

(-20.30) 

-0.7536*** 

(-19.90) 

분할거래 외국인투자자 더미 
0.5084*** 

(14.25) 

0.2353*** 

(5.50) 

0.2721*** 

(6.47) 

0.2977*** 

(7.08) 

비분할거래 기관투자자 더미 
0.0314 

(0.88) 

-0.0160 

(-0.46) 

-0.0572 

(-1.59) 

0.0046 

(0.13) 

비분할거래 기타법인 더미 
0.0049 

(0.14) 

-0.0087 

(-0.25) 

-0.0160 

(-0.46) 

-0.0013 

(-0.04) 

비분할거래 개인투자자 더미 
-0.1711*** 

(-4.80) 

-0.3893*** 

(-9.72) 

-0.3239*** 

(-8.51) 

-0.3761*** 

(-9.01) 

비분할거래 외국인투자자 더미 
-0.0285 

(-0.80) 

-0.0371 

(-1.06) 

-0.0412 

(-1.18) 

-0.0329 

(-0.94) 

거래량공헌  
1.2717*** 

(11.01) 
  

거래대금공헌   
1.1529*** 

(10.10) 
 

거래빈도공헌    
1.0468*** 

(9.08) 

Adj R-sqr 0.2878 0.3212 0.3161 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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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분할주문 비중과 유동성간의 VAR 분석  

2003년2월3일부터 2003 5월3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종목 중 최소 10분마다 주문

이 제출되고 전체 분석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며 분할주문 거래가 최소 5구간이상에서 

발생한 84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분할주문비중과 유동성간의 VAR 모형의 추정결과임.  

 

 

SP 는 10 분 동안의 분할주문 비중(=해당구간의 분할주문량/ 10 분 동안의 분할주문량 일평균)이며 

Vol 은 10 분 동안의 전체 주문량 비중(=해당구간의 전체주문량/ 10 분 동안의 전체주문량 일평균)이

고, Time Dummy는 시간대별 더미변수임. 표 안의 계수값은 각 기업의 82일 동안의 평균을 기업별

로 다시 평균한 값이며, [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일 중 계수값이 양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

고, 두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일 중 계수값이 음인 경우를 평균한 값임. (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

업별로 82일 중 계수값이 유의적으로 양인 경우를 평균한 값이며, 두 번째 숫자는 기업별로 82일 중 

계수값이 유의적으로 음인 경우를 평균한 값임.  

 

 SP Vol 

INTERCEPT 

 

0.9033 

 

0.9808 

 

SP(-1) 

-0.0734 

(5, 12) 

[29, 53] 

-0.0029 

(7, 8) 

[38, 44] 

Vol 

(-1) 

0.0464 

(12, 5) 

[44, 38] 

0.1436 

(34, 2) 

[66, 16] 

Time Dummy YES YES 

 

 

 

tttttttt TimeDummyVolSPSP εββαα ++++= −− 21111

tttttttt TimeDummyVolSPVol εδδγα ++++= −− 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