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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모주 공모가액결정과 저평가:  
공모주에 대한 수요 및 주관사 인수이익을 중심으로 

 

이 종 용·조 성 욱 
 

요약 
 

이 연구는 신규공모주 공모가액이 주관사기업의 인수이익과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됨을 보인다. 공모가격이 높이 설정될 
경우, 인수규모가 증가하므로 주관사기업이 받는 인수수익이 증가하는 동시
에 상장 이후 공모주 가격이 하락할 위험으로부터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시
장조성에 따른 인수비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 주관사기업은 인수수익에서 인
수비용을 차감한 인수이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신규공모주에 대한 시장
수요 및 공모주의 가격하락위험을 반영하여 공모가액을 설정할 유인을 갖는
다. 이 연구는 공모주 시장의 법제도적 현황을 반영하여, 인수수익은 인수수
수료로 인수비용은 풋백옵션가치로 각각 대체 한 후 인수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가격을 추정한다. 또한, 실제 확정된 공모가격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공
모가액에 비해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공모주 인수에 관한 자료를 분
석한 결과 공모가액이 평균 7.54% 할인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인발행
은 공모주에 대한 사전수요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가격하락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하였다. 상장일 저평가는 첫째, 상장전후 시장상황이 호황일수록 증가하
며, 둘째 개인투자자에 의한 초과수요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셋째 할인발
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공모시장에서는 
수요예측에서의 신규공모주의 수요를 관찰한 대표주관회사는 시장수요를 감
안하고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규공모주를 할인 발행하며, 신규
공모주의 상장일 저평가는 할인발행과 상장전후 시장상황, 그리고 신규공모
주에 대한 초과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핵심 단어. 인수이익(Underwriting profit); 위험회피(Risk avoidance); 풋백옵션
(Put back option); 수요예측 (bookbuilding), 신규공모가액결정(IPO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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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신규공모주(이하 공모주)는 상장초기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

으로 거래되는 저평가 현상을 보인다 (Ibbotson, 1975; Ritter and Welch, 2000). 
공모주가 저평가되는 원인은 공모주를 할인 발행하거나 (Ibbotson, 1975; Tinic, 
1988) 상장이후 공모주의 시장가격을 부양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적정공모가격을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할인발행에 대한 
실증분석과 발행기업과 대표주관사기업(이하 주관사)간에 약속된 시장조성활

동을 알기 어려운 점 때문에 공모주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

증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이 논문은 공모주 인수와 관련한 제도와 시장조성과 관련한 최근의 연

구결과를 이용하여 신규 공모주의 적정가격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정

된 가격과 실제 공모가액을 비교함으로써 할인발행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하고 이 할인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시장수요예측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실제 공모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할인발행이 상장일 저평가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

하고자 한다.  

주관사의 인수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수수익을 도출하고 공

모주 인수에 수반되는 가격하락위험에 의한 잠재적 인수비용을 이용하여 신

규공모주의 적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인수수익에서 인수비용을 차감한 금

액을 신규공모인수로부터 발생한 인수이익(=인수수익–인수비용)으로 정의하

고 측정하며, 측정한 인수이익으로부터 최적공모가액을 선정한다. 최적가격

을 추정하고 최적가격과 확정공모가액을 비교한다면, 과연 공모주가 할인/할
증 발행되었는지 그리고 왜 할인/할증 발행되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을 것

이다. 

먼저, 인수수익은 공모희망가액과 공모수량에 의한 인수수수료의 함수

이므로, 공모희망가액밴드와 공모수량을 인수수수료에 대입함으로써 측정 가

능하다. 국내신규공모에 관한 유통시장에서 주관사는 시장조성자(specialist) 
역할은 하지 않지만 가격유지기능을 하여야 한다. 국내공모시장에서는 상장

이후 공모주의 거래가격이 공모주의 유지가격(공모가액대비 90%) 이하로 하

락하면, 주관사 또는 인수회사는 유지가격에 공모주를 매입할 의무(풋백옵션)
가 발생한다. (유가증권 인수 업무에 관한 규칙 이하 인수 규칙, 2006; 김성민

·이성혁, 2006; 이종룡·조성욱, 2007). 투자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단(주관사와 인수회사)이 시장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공모주를 매입하

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손실을 인수비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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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후 공모주가 언제나 공모가액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풋백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인수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모

가액을 고가로 발행하면, 상장이후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액 이하로 하

락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할 가능

성도 증가한다. 그런데 풋백옵션의 행사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저가로 발행하면, 주관사의 인수수익은 감소한다. 따라서, 주관사가 선호하는 
공모가액이란 인수수익과 가격하락위험에 의한 인수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가격 즉 인수이익을 최적화하는 가격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수수료로부

터 공모가액별 인수수익과 풋백옵션가치를 각각 우선 추정한다.  풋백옵션가

치의 평가에 필요한 옵션식은 이종룡·조성욱(2007)의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

이다. 측정한 풋백옵션가치를 인수비용으로 선정하여 인수수익에서 차감한 
인수수익을 최적화하는 가격을 신규공모인수의 최적가격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상장이후 공모주의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할인발행

이 저평가의 중요한 원인임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공모주의 인수수수료와 가

격유지비용을 고려하여 공모주의 최적가격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모

가액이 할인/할증발행 되었는가를 측정한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다. 또한, 실

제 추정된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2절에서 공모주 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논의하고, 제 3절에서는 기업공개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며, 제 4
절에서는 간단한 인수모형과 최적가격의 추정절차를 기술한다. 제 5절에서는 
국내 공모주 표본을 기초로 최적가격을 추정하고 할인발행과 저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제 6절은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추가연구 과제에 대

해서 논의한다.  

 
2. 공모주 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공모주 상장초기 발생하는 저평가는 상장이후 시장가격이 공모가액이

상 상회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시장에서 측정한 상장일 저평가는 평균 
15% 이상이며 (Ritter and Welch, 2002)로 국내시장에서의 상장일 저평가는 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1990년대의 경우 54.3%(이성규·임웅기·연강

흠, 1995)이고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0월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에
서 측정한 상장일 저평가는 45.7% (이종룡·조성욱, 200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정보비대칭가설, 시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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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위험회피가설 등이 있다.  주관사 등 신규공모에 대한 이해간계자간에 
신규공모에 관련된 정보나 정보분석능력이 일치하거나 동일하지는 않을 것

이다.  정보나 정보분석능력이 서로 다르면,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 이해당사

자간에 서로 달라서 공모주가 거래되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

에 의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할인 발행할 유인이 존재한

다(Rock, 1986; Beatty and Ritter, 1986; Benveniste and Spindt, 1986; Schultz and 
Zaman, 1994; 강효석, 1990; 이성규·임웅기·연강흠, 1995; 최문수, 1999)  

공모주의 할인발행은 발행회사에게 손실을 의미하므로, 발행회사는 우

수한 기업임을 보증할 수가 있는 주관사에게 공모를 위임하며(Booth and 
Smith, 1986), 명성이 있는 주관사가 주선한 공모주는 저평가가 감소할 것이

다.  또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는 명성이 높은 주관사가 주선한 공모주를 
좋게 평가하므로, 공모주의 저평가는 감소할 것이다(Carter and Manaster, 1990; 
Chemmanur and Fulghieri, 1994; Carter et al., 1998)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비대칭은 발행회사와 주관사 또는 발행회사와 투

자자간이외에도 투자자간에도 존재한다.  우수한 정보와 분석능력을 보유한 
투자자부터 정보를 수집하려는 주관사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

공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할인 발행할 유인이 존재한다(Benveniste and Spint, 
1989; Hanley, 1993; Lowry and Schwert, 2002; Benveniste et al, 2003; 최문수, 2005; 
최문수·전수영, 2006) 

신규공모만으로 발행회사가 원하는 자금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움으

로, 대부분의 발행회사는 신규공모이후 추가공모를 준비한다.  추가공모에서

의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회사는 추가공모이

전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추가공모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

기 위해서 신규공모주를 할인 발행하기 때문에, 저평가는 발생할 수가 있다

(Allen and Faulhaber, 1989; Grinblatt and Hwang, 1989; Welch, 1989)  

정보비대칭이 공모주의 상장초기 저평가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주관사

나 투자자 모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저평가는 사라지

거나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시장에서의 저평가는 사라지지는 않는다.  
저평가가 국내외시장에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 저평

가는 정보비대칭이외의 무언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모주일지라도 초과공급에 의해서 공모주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으므로, 공모주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주를 할인 발행하거나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부양함으로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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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초기 저평가는 발생할 수가 있다.  공모주의 이해관계자간에 정보가 동일

할지라도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공모주의 시장가격을 하락할 수가 있으므로, 
시장가격하락을 방지하지 위해서 주관사가 상장이후 공모주의 가격형성에 
개입하기 때문에 저평가는 발생한다(Welch, 1992; Ruud, 1993; Hanley et al., 
1993; Schultz and Zaman, 1994; Aggarwal, 2000; Ellis et al., 2000; Lewellen, 2006) 주

관사의 시장조성활동에는 배정한 공모주의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약

정한 투자자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거나(Aggarwal, 2000 & 
2003), 공모주의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주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활동(Cliff and Denis, 2004) 등이 있다.  

상장초기 저평가는 인수규칙 및 공모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김성민·길재욱, 2001; 신현한·장진호·정지웅, 2004; 최문수, 2005; 김성민·

이상혁, 2006). 외국시장에서 주관사의 시장조성활동이 공모주의 상장초기 저

평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시장에서는 시장조성

활동이 저평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장범식·우영호

(1997)는 상장이후 공모주의 시장가격을 추적하였지만 외국시장에서의 연구

결과(Ruud, 1993; Hanley et al., 1993)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신현한

·장진호·정지웅(2004)는 시장조성의무 폐지전후의 비교분석을 실행하였지

만 시장조성가설이 저평가의 유력한 원인임을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김성민

·이상혁(2006)은 시장조성실시 공모주와 미실시 공모주를 비교함으로써 시

장조성가설을 실증하였으나, 시장조성의무기간에서의 저평가가 감소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상장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모주의 가격이 항상 공모가액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격이 공모가액이하로 거래된다면, 공모주의 
시장안착을 약속한 주관사의 명성은 손상되며, 공모시장에 따라서는 주관사

가 공모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 또는 책

임을 회피하려는 주관사의 행동이 공모주의 할인발행과 저평가로 나타나기

도 한다(Ibbotson, 1975; Tinic, 1988; Chowdhry and Nanda, 1996; 이종용·조성욱, 
2007)  

신규공모시장에서의 이상현상은 공모주의 상장초기 저평가에만 국한되

지는 않는다.  신규공모는 공모수량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인수수익을 유지하

는 것을 국내외공모시장에서 다수 발견할 수가 있다(Chen and Ritter, 2000; 
Hansen, 2001; Torstila, 2003; 안옥화·김중혁·김판도, 2006).  왜 동일한 인수수

익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관사간의 담합행동(Bhagat and Frost, 1986; Chen 
and Ritter, 2000) 또는 일상적인 현상(Hansen, 2001)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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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신규 공모주 인수절차  
 

본 절에서는 국내공모시장에서의 신규공모에 관한 개략적인 인수진행

과정을 설명한다.   

상장 또는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신규공모를 주선할 주관사를 선정하

며, 선정된 주관사는 해당 기업을 실사(due diligence)한다.  실사이후 주관사

는 해당회사의 인수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본질

가치 등의 절대가치평가방법 또는 PER 비교, EV/EBITDA 비교 등의 비교상

대가치평가방법을 준용해서 공모희망가액과 공모희망가액밴드를 산정하며(최
문수, 2005, p. 10-14), 발행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등록예비심사청구

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으면 주관사는 인수단(주관사와 인수회사)을 구성하고, 해당

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인수계약서에는 
인수방법(총액인수/모집주선), 공모수량, 공모희망가액밴드, 청약시기와 청약

방법, 주관사 및 인수회사별 인수수량, 우리사주조합 등 투자자별 공모주 배

정비율, 일반투자자의 풋백옵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관사는 유가

증권신고서에 신규공모의 내용과 수요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이후 주

관사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가액확정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정해서 신고하며, DART에 고시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주관사는 공모희망가액과 공모수량 등을 포

함한 발행회사의 정보를 공모주의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알리고 기업설명회

를 실행하며, 기관투자자(은행, 증권, 보험 등)와 고수익간접투자기구(자산운

용 등)가 참여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국내공모시장에서의 수요예측방법

은 미리 정한 수요예측일에 기관투자자와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미리 배

정한 공모수량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기관투자자와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로부터 수요수량과 수요공모가액을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수요예측이 완료되면, 수요예측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서 주관사

와 발행회사는 확정공모가액을 유가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에 공시하고 청약을 받는다. 공모주의 배정은 미리 정해진 공모수량 배정비

율에 따라서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 배분하며 수요예측참가

자인 기관투자자와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배정한 이후, 일반투자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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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모주에 대한 청약과 청약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청약에 관한 사항, 
공시이행사항, 유가증권 교부·상장일 및 등기일,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주관사는 제출하며, 공모주

의 상장을 신청하고 공모주의 시장거래를 개시한다.  

시장거래이후 1개월이내에서,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액이하로 하

락하면 공모주를 보유한 일반청약자는 주관사 또는 인수회사에게 공모주의 
매입을 신청할 수가 있는 풋백옵션 권리를 보유한다.  2003년 9월부터 국내

공모시장에서의 신규공모에 적용되는 풋백옵션이란 상장이후 1개월이내에 
공모주를 주관사 또는 인수회사가 매입하는 의무를 의미한다(인수규칙, 2006; 
김성민과 이상혁, 2006; 이종룡, 조성욱, 2007). 풋백옵션에 대한 권리는 일반

청약자중에서 공모주를 거래하지 않는 청약자로 제한하며, 풋백옵션의 행사

가격은 공모주의 상장시장 산업지수와 연동한 가격과 공모가액대비 90%로 
정해져 있다.  풋백옵션이 행사되면, 주관사는 공모주를 장외에서 매입하여

야 한다.  풋백옵션은 가격하락위험으로부터 일반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

험적 성격을 가지며, 주관사와 인수회사에게는 가격하락위험에 의한 인수비

용의 성격을 갖는다.  

국내공모시장에서의 또 다른 특이성은 확정공모가액 발표이전에 주관

사의 인수수익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수익은 공모수량과 공모

희망가액을 인수수수료에 대입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  인수수익의 측정에 
필요한 공모희망가액과 공모수량 그리고 인수수수료(underwriting fee)에 관한 
정보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되며,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인수수수료는 
주관사의 순수 인수수익의 성격을 갖는다.  신규공모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

에서 관찰되는 인수수수료의 형태는 인수수수료가 고정액 (X)인 경우, 발행

액대비 b%인 경우, Max(X, b·발행규모)인 경우와 기타 수수료인 경우로 분

류할 수가 있다 (인옥화·김중혁·손판도, 2006)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

규공모는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의 인수수수료는 고정액, 발행액대비 b% (b

·발행규모) 또는 Max(X, b·발행규모)의 형태이다.  기타 경우를 제외하면 

인수수수료는 Max(X, b·발행규모)로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국내신규공모에

서의 인수수수료는 옵션구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 가격위험반영 최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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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격을 추정하기위해서, 본 절에서는 간단한 인수수익과 인수이익

에 관한 모형과 최적가격 추정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절 이후에서의 
신규공모는 주관사만의 단독인수라고 가정한다.  

 

4.1 신규공모에 관한 인수모형 
가격하락위험에서의 인수이익의 최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규공모

에 관한 간단한 인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주관사와 발행회사는 변

동수수료는 발행규모의 b%이고, 고정수수료 X인 인수수수료(Max (X, b·발행

규모)), 공모수량(Q ), 개인청약자 배정수량 ( iQ )을 포함하는 신규공모에 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이후, 주관사는 IR을 비롯한 모든 신규

공모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며 미리 공고한 수요예측일에 수요예측참가 신

청을 받는다.  수요예측은 수요예측일에 완료하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서 공모가액을 수요예측일에 확정한다.  확정공

모가액은 수요예측일에 발표하며, 발표와 동시에 우리사주조합과 일반청약에 
관한 청약 및 공모주의 배정은 모두 수요예측일에 실행한다.  공모주의 청약

대금은 공모주의 시장거래개시시점에서 전액 납입되며, 수요예측일부터 시장

거래개시시점까지의 시장거래일은 td 이다.   

상장이후 1개월간(시장거래일 기준 20일) 공모주의 시장거래가격이 유

지가격(공모가액대비 90%)이하로 하락하면, 개인청약자는 공모주에 관한 풋

백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개인청약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주관사는 
즉시 일반청약자에게 배분한 공모주를 유지가격으로 매입한다.  

다음은 위에서 가정한 신규공모를 이용해서 주관사의 인수수익과 인수

이익을 모형으로 구성한다.  신규공모는 주관사가 단독으로 주선하므로, 주

관사의 인수수익은 ),max( bPQX 이고 상장이후 시장가격하락에 의한 풋백옵

션가치는 i
Tr

T QPecP )0,min( )(
0 τ

τ
τ

−
<<− 이다 (이종용·조성욱, 2007). 여기서 

c 공모가격 대비 유지해야 할 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사의 인수

이익은  

i
Tr

T QPecPbPQX )0,min(),max( )(
0 τ

τ
τ ⋅−− −
<< 이며, 인수이익을 최적화하는 

공모가액 ( BestP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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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in(),{max(maxarg )(
0 i

Tr
TBest QPecPbPQXEP τ

τ
τ ⋅−−∈ −
<<    (1) 

이어야 한다.  

인수수익, 인수이익과 (1)을 만족하는 최적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가정을 추가한다.  주관사는 위험 중립적이며 공모주의 상장시장

과 거래시장은 모두 완전하다.  상장이후 공모주의 거래가격은 순간평균 (µ )
과 순간변동성 (σ )에 의한 기하브라운운동을 따르며 ( dZdtPdP σµ +=/ ), 순

간 무위험이자율 ( r )은 일정하다.  

추가가정과 풋백옵션 가치(이종룡ᆞ조성욱, 2007)를 이용해서 수요예측

일에서의 주관사의 인수이익을 추정하면,  

]),[max( PBRPQbPQXeprofit i
dtr ⋅−= ⋅−

    (2) 

이며, )]2/exp()2/()()1()([ 2
cccc

rT dTdNTdTdNcePBR −+−++= − πσσσ

이고 TTrcdc
22 /])2/([ln σσ+−= 이다.  식(2)에서 보듯이 공모가액이 증가

하면 인수수익과 인수비용(풋백옵션가치)이 모두 증가하므로, 가격하락위험이 
충분할 경우에서의 주관사는 최적인수이익에서의 최적가격을 선호할 것이다.

공모주의 실제 공모가액이 IPOP 일 경우 위에서 도출한 최적가격과의 비율 

BESTIPO PP /)( 이 1보다 낮은 경우 할인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최적가격 추정절차 
본 절에서는 최적가격추정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인수이익모형(2)을 

실제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에 필요한 최적가격과 할인/할
증발행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정한다.   

첫째, 먼저 신규공모주당 대응자산 포트폴리오를 선정한다.  표본별 대

응자산 포트폴리오는 한국표준산업코드(KSIC) 분류기준에서의 대/중/소분류

가 모두 동일한 기업을 모두 선정한다(Lewellen, 2006). 선정한 기업들에서 공

모주와 동일한 시장에 상장일전 3년에 상장하고 공모주의 상장일에 거래되

는 보통주의 발행기업만을 재선정하며, 재선정한 발행기업의 보통주만으로 
대응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둘째, 대응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신규공모주 승인일과 수요예측일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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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별 수익률을 사용해서 표준편차를 추정한다. 공모주별 대응자산 포트폴

리오에서의 추정 표준편차의 단순평균을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로 대용한다.  

셋째, 대응자산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무위험자

산을 적용해서 가격하락위험(PBR)을 추정한다.  가격하락위험은 식(2)에서의 
PBR이다. 

넷째, PBR, 인수수수료와 수요예측일과 상장일간 거래일을 이용해서 공

모희망가액밴드에서의 인수수익과 인수이익을 모두 추정한다.  추정한 인수

수익과 인수이익 중에서 인수수익과 인수이익을 최적화하는 가격을 선정하

고, 선정한 가격을 최적가격으로 정한다.  

다섯째, 최적가격과 확정공모가액을 사용해서 공모가액대비 최적가격을 
할인/할증발행(%)을 추정한다. 

다음 절에서는 최적가격추정 절차에 따라서 실제 자료에서의 인수수익, 
인수이익, 최적가격과 할인/할증발행을 각각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한 할인

할증발행의 원인과 공모주의 상장일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5. 자료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공모시장에서의 자료를 사용해서 최적가격과 할인/할
증발행을 추적한다.  최적가격과 할인할증발행의 추정은 전 절의 인수모형을 
사용한다.  

 

5.1 분석표본 
분석기간은 풋백옵션이 적용되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로 제한

한다.  분석기간에서는 유통시장의 시장미시구조에 큰 변화는 없으므로, 미

시구조에 의한 분석결과의 가격왜곡현상은 매우 적다.  분석기간에서 분석대

상으로 선정한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된 공모주중에서 
동시상장을 제외한 공모주이다.  선정한 공모주에서 주관사와 인수회사가 모

두 비상장인 공모주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표본은 모두 207이고, 표본에서 거래소공모주와 코

스닥공모주는 각각 26개 기업, 181개 기업이었다.  코스닥공모주에서 벤처기

업이 발행한 공모주는 모두 134개 기업이었다.  분석기간에서의 선정한 표본

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26개의 거래소상장공모주는 20개

의 산업소분류로 나뉘었고, 코스닥공모주 181개는 27의 산업소분류로 나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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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분류는 대응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사용한다.  

선정된 표본에 대한 공모수량, 공모가액, 승인일, 수요예측일, 수요예측

경쟁률, 인수수수료 등 공모주와 주관사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실 
(DART)에서 얻은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수집하며, 일반청약경쟁률은 아이피오

스탁(IPOstock), 천리안(CHOL)에서 수집하였다.  

최적가격을 추정하려면, 무위험이자율과 주식수익률자료가 필요하다.  
무위험이자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무위험이자율의 대용이자율로 사용하는  
CD91일물을 사용한다.  가격하락위험과 최적가격의 추정에 필요한 CD91 일

별 이자율은 한국은행 통계자료실에서 추출하며, 공모주 시장가격과 공모주

별 대응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보통주가격, 시가총액 등과 주관사에 관한 자

료는 KIS-Value Plus에서 추출하였다.  

공모수량은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배정수량을 제외한 공모수량

이며 공모가액은 유가증권신고서에서의 확정공모가액이며, 발행액은 공모수

량*공모가액을 의미한다.  미국공모시장에서의 인수수수료(gross spread, Chen 
and Ritter, 2000)는 국내시장에서의 인수수수료(underwriting fee)이외에 IR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인수수수료는 안옥화·김중혁·김판도(2006)
에서의 인수수수료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은 수집한 자료

로부터 추출한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인수수수료의 관계를 보여준다.  발행액

과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과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배정수량을 제외

한 공모수량에 의해서 산정하였다. 

<그림 1: 발행액과 인수수수료> 

그림 1에서 보듯이, 발행액대비 인수수수료(%)는 발행액과 반비례관계

가 존재하지만, 20(십억원)이하 공모를 제외한다면 인수수수료(%)는 특정 인

수수익에 집중하는 것처럼 관찰된다.  인수수익의 집중현상은 국내시장에서

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시장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Chen and Ritter, 
2000; Torstila, 2003). 다음 그림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

를 보여준다.  발행액과 상장일 저평가는 확정공모가액과 초과배정옵션에 따

른 추가배정수량을 제외한 공모수량에 의해서 산정하였다. 

<그림 2: 발행액과 상장일 저평가> 

그림 2에서 보듯이, 발행액이 소규모일수록 공모가액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저평가(F1 %)는 크다.  다음 표는 표본에서의 공모수량, 일반청약배정수

량, 발행액, 인수수수료, 상장일 저평가에 관한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발행

액, 인수수수료와 상장일 저평가는 확정공모가액에 의해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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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에서 보듯이, 표본에서의 공모수량(백만주)은 평균 1.790, 표준편차 
1.345, 최대값 12.000, 최소값 0.140이며, 일반청약배정수량(백만주)은 평균 
0.372, 표준편차 0.284, 최대값 2.400, 최소값 0.056이었다.  일반청약배정수량

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며,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발행액(십억원)은 평균 
15.77, 표준편차 22.996, 최대값 197.52, 최소값 1.544이며, 인수수수료(십억원)
는 평균 0.576, 표준편차 0.474, 최대값 3.95, 최소값 0.2이고, 인수수수료(%)
는 평균 5.369, 표준편차 2.775, 최대값 17.749, 최소값 1.4이었다.  공모가액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상장일 저평가(%)는 평균 45.306, 표준편차 44.831, 최

대값 130, 최소값 -23.43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인수수수료 5.369%는 안옥

화·김중혁·김판도(2006)의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의 5.936%와 거의 같

다.   

표본 발행액 20(십억)이상의 표본 44에서의 공모수량(백만주)은 평균 
2.945이고, 일반청약배정수량(백만주)은 평균 0.584이며, 발행액(십억원)은 평

균 43.466이었다.  인수수수료(십억원)는 평균 1.249이고 인수수수료(%)는 
3.312이며, 상장일 저평가는 평균 49.297%이었다.  Chen and Ritter(2000)에서의 
20(백반불)이상 신규공모에서의 인수수수료(gross spread)보다 표본에서의 인수

수수료는 낮다.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국외시장에서의 인수수익(Torstila, 
2003)와 비교해 보면, 국내공모시장의 인수수익은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인수수익보다는 약간 크지만 국내시장만의 특이성은 관찰하기 어렵다.  

국내와 외국공모시장에서의 인수수수료(%)를 비교하면, 전체표본에서의 
국내 인수수수료 평균 5.369%와 발행액 20(십억원)이상에서의 평균 3.312%는 
미국시장에서의 7%와 보다는 낮으나(Chen and Ritter, 2000; Hansen, 2001), 미국

을 제외한 독일 등 시장에서의 4%보다는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Torstila, 2003).  국내와 외국공모시장에서의 상장일 저평가를 비교하면, 전체

표본과 발행액 20(십억)이상의 표본에서의 상장일 저평가는 각각 45.306%, 
49.297%이라서, 미국의 상장일 저평가 18.8%보다 크다(Ritter and Welch, 2000)  
외국공모시장에서의 인수수수료와 비교해서 표본에서의 인수수수료는 낮거

나 비슷한 반면, 국내공모시장에서의 상장일 저평가는 외국공모시장에서의 
저평가의 약 2배에 해당한다.  

 

5.2 최적가격 추정결과 
본 절에서는 표본에서의 인수수익, 가격하락위험, 인수이익과 할인/할증

발행을 제 4절에서의 식(2)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최적가격 추정절차에 따른다.  다음 그림은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익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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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여준다.  인수수익과 인수이익은 최적가격 추정 절차를 사용해서 
추정한다.  

<그림 3> 

그림 3에서 보듯이, 소규모 공모를 제외한다면 공모가액에서의 인수수

익은 발행액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인수이익은 일부 적자 인수도 관찰된다.  
적자 인수는 대부분 소규모 인수에서 발생한다.  그림 3에서의 최적가격에서

의 인수수익과 그림 1에서의 실제 인수수수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이지만, 가격하락위험을 반영한 확정공모가액에서의 인수이익은 적자인수도 
매우 많다.  다음 그림은 식(2)을 이용한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익과 인수이

익을 보여준다.  

<그림 4> 

그림 4에서 보듯이, 소규모 공모를 제외한다면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

익은 발행액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일부 적자 인수도 관측된다.  다음 그림은 
식(2)을 이용한 최적가격에서의 공모가액대비 할인/할증발행(%)을 보여준다.  

<그림 5> 

그림 5에서 보듯이, 표본에서의 대부분의 공모주는 할인발행이 되었으

며 일부 공모주는 할증발행이 되었다.  할증발행이 된 공모주는 소규모 인수

에서 발생한다.  그림 5의 할인/할증발행과 그림 2의 상장일 저평가는 매우 
유사하다.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 표는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익, 가격하락위험 등에 
대한 기초 통계이다.   

<표 2> 

표 2에서 보듯이, 식(2)을 이용한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익(%)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5.483, 3.087, 20.468, 1.397이며, 가격하락위험

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24.721, 35.324, 89.762, 0.178이고, 
인수이익(%)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0.282, 8.588, 19.195, -
25.354 이었다.  그리고 최적가격대비 공모가액의 할인/할증발행(%)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7.542, 19.493, 98.113, -60.001이었다.  추정 
인수수익과 실제 인수수수료의 평균은 큰 차이는 없으나, 가격하락위험을 반

영한 인수이익은 평균 0.282%이어서 매우 열악하였다.  이는 신주공모의 인

수업무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발행액 20(십억원)이상인 표본에서의 인수수익은 평균 3.331%이고, 가

격하락위험(%)은 평균 16.048이며, 인수이익(%)은 평균 0.036이었다.  확정공

모가액대비 최적가격으로 정의한 할인/할증발행(%)은 평균 11.531%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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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모를 제외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할인발행 정도는 증가하였다.  

국내외공모시장에서의 인수수익은 대부분 특정 인수수익에 집중적으로 
분포(clustering)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수익이 집중하는 원인으로는 
공모시장에서의 주관사간의 담합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Chen and Ritter, 
2000) 그러나 인수비용을 감안할 때, 인수수익이 집중되는 원인은 주관사간

의 담합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가격하락위험으로

부터 회피와 같은 일상적인 현상(Hansen, 2001; Torstila, 2003)에 인수수익의 집

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표본에서의 최적가격에 대한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모주는 최적가

격에 비해서 7%이상 할인 발행되고, 20(십억원)이상의 공모만의 표본에서의 
할인발행은 11%로 더욱 증가하였다.   

 
5.3 할인/할증발행의 원인에 관한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상장이전 공모주의 상장이전 할인/할증발행의 원인에 대해

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최적가격대비 공모

가액(IPOBEST)으로 1보다 작은 경우는 공모가액이 최적가격보다 낮게 책정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희망공모가액밴드 최고가 대비 공모가격(IPOH), 희

망공모가액밴드 최저가 대비 공모가격(IPOL), 희망공모가액밴드 평균가 대비 
공모가격(IPOM), 그리고 밴드크기 대비 공모가액과 밴드최저가의 차이(IPOR)
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의 독립변수는 저평가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연

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추가한 변수이며, 독립변수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

다.  LOGPRO는 실제발행액의 로그(LOGPRO=Log(발행액))이며, IPOAge는 발

행회사의 수요예측일 연령(=Log(공모주의 수요예측일 연령))이다.  발행액과 
연령은 선행연구에서 정보비대칭가설의 대용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자주 사

용한다(Tinic, 1988; Welch, 1989; Jegadeesh et al.,1993;강효석, 1990; 최문수, 1999; 
이성규·임웅기·연강흠, 1995; 신현한·장진호·정지웅, 2004; 김성민·이상

혁, 2006).  추가적으로 대응자산의 수를 정보비대칭가설의 대용변수로 사용

한다.  대응자산의 수(IPONUM)는 공모주별 대응자산 포트폴리오의 대응자산

수이다(Lewellen, 2006)  

Bid는 수요예측에서의 단순평균경쟁률의 로그(Bid=Log(단순평균경쟁

률))이다.  위험이 동일하다면 높은 경쟁률은 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를 반영

하므로, 경쟁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할인발행은 감

소할 것이다.  최문수(1999), 신현한·장진호·정지웅(2004), 김성민·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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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상장초기 저평가 연구와 일반 청약률을 사용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수요예측참가자 즉 기관투자자와 고수익간접투자기구만의 수요예측참여의 
경쟁률을 사용한다(김성민·길재욱, 2001; 최문수, 2005)   

ROA와 BS는 각각 상장직전연도 공모주의 발행회사의 총자산 이익률

과 부채비율이다(최문수, 1999; 신현한·장진호·정지웅, 2004). 공모주의 발행

회사가 건전할수록, 저가 발행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MKT는 수요예측일의 시장 수익률이다.  수요예측일의 시장이 호황이

라면 주관사는 저가발행을 감소할 것이므로, 저가발행과 MKT는 음의 관계

가 존재할 것이다.  공모주가 거래소공모주일 경우에는 코스피지수, 공모주

가 코스닥공모주일 경우에는 코스닥지수를 이용한다.  

Ex와 VF는 더미변수다.  상장시장이 거래소이면 Ex는 0이고, 코스닥이

면 1이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공모주이면 VF은 1이고,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주이면 VF는 0이다.  VF은 최문수(2005) 등 선행연구에서 더미변수로 
많이 사용하였다.  

USize는 수요예측당월 주관사의 시가총액의 로그이다.  대표주관회사가 
비상장사인 표본은 상장회사 가운데 최상위 인수회사의 시가총액을 주관사

의 시가 총액으로 사용하였다.  주관사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인내도가 증가

할 것이므로, 규모와 저가발행은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REPUTATION는 주관사의 명성으로 정의하며, 표본에서의 신규발행액 
합계대비 주관사별 인수규모(%)의 순위를 주관사의 명성으로 대용한다(Carter 
et al, 1998; Lewellen, 2006).  명성이 유지하고 싶은 주관사는 공모주를 보수적

으로 평가할 것이므로, 주관사는 공모주를 할인 발행할 것이다(Megginson and 
Weiss, 1991; Lewellen, 2006) 

 PBR(%)은 가격하락위험을 대신한다. 가격하락위험은 식(2)을 이용해

서 추정하며, 가격하락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다. 

다음 표는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에 관한 회귀분석에서의 더미

변수와 본 연구에서 추정한 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에 관한 기초통계다.  일

부의 독립변수(Mb1, BidIN)는 다음 절에서 정의할 것이다. 

<표 3: 독립변수에 관한 기초통계> 

다음은 위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식(3)을 
사용해서 공모주의 할인/할증발행을 실증하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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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aREPUTATIONauSizeaBidaVFaExaMKTa
BSaROAaIPONUMaIPOAgeaLOGPROCaangUnderprici

1211109876

543210

+++++++
+++++=

 (3) 
<표 4: 할인/할증발행에 관한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예상과 마찬가지로 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와 가격하

락위험은 유의적이었다.  수요예측참가자의 경쟁률은 공모주의 초과수요를 
의미함으로 공모가격을 증가시키며 (즉, 할인을 감소시키며), 가격하락위험이 
높을수록 저가발행을 증가한다.  따라서, 공모주의 할인발행은 수요에 대한 
불안과 가격하락위험에 의한 명성에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주관사의 행동 때

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기업에 대한 정보중에서 발행액은 유의적이지만 기타변수는 비유

의적이라서, 공모기업에 대한 정보는 할인/할증발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이 결과는 최문수(2005, pp27 표8)의 비교가치방법에서의 공모

규모변수에 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공모주 발행회사의 수익성

(ROA)와 안정성(BS), 수요예측일의 시장상황(MKT), 상장시장 더미(Ex), 벤처

더미(VF )는 모두 유의적이지 않았다.  

 

 5.4 상장일 저평가에 대한 할인/할증발행의 분석결과 
공모주의 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공모주의 할인/할증

발행에 관한 분석결과를 이용해서, 본 절에서는 상장일 수익률이 높게 나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상장일 저평가의 원인에 관한 분석에

서의 저평가는 공모가액대비 상장일 공모주의 종가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사

용한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한다.  회귀분석에서의 독립변수는 저평가의 원인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변수와 본 연구에서 추가한 변수이며, 변수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비대칭가설의 대용변수인 LOGPRO, IPOAge, IPONUM은 각각 
LOGPRO=Log(발행액), IPOAge=Log(발행회사의 상장일 연령), 대응자산 포트

폴리오의 표본 수이다(Lewellen, 2006)  

ROA와 BS는 각각 발행회사의 상장직전연도의 총자산 수익률과 부채

비율을 의미하며, 성장성과 안정성을 대신한다.   

Mb1(%)은 공모주의 상장 시장의 수요예측일 종가대비 상장일 종가 수

익률이다.  상장전후 시장이 호황이면 공모주의 거래가격은 증가할 것이므로, 
저평가는 증가할 것이다.  Ex는 상장시장더미로써 거래소는 0이고 코스닥은 
1이며, VF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공모주이면 1이고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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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0이다.   

BidIN은 일반청약률의 로그이다.  일반청약률은 선행연구에서 저평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한다.  높은 청약률은 공모주에 대

한 초과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함으로, 상장이후 공모주의 거래가격은 상승하

며 저평가는 증가할 것이다.  

uSize는 주관사의 시가총액의 로그이다.  주관사가 비상장인 경우에는 
최상위 인수회사의 시가총액을 사용한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주관사의 위험

인내가 증가하며 공모주의 가격하락위험을 감소할 것이므로, 공모주의 거래

가격은 증가하고 저평가는 증가할 것이다.  

REPUTATION은 표본에서의 총 발행액대비 주관사별의 인수 순위이다

(Megginson and Weiss, 1991; Lewellen, 2006)   

Discount는 앞서 모형에서 도출한 최적가격대비 공모가액비율

(IPOB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공모가액이 최적가

격 미만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공모주가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는 것으로 해석

되고,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공모가격이 최적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즉 할

증발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공모가액밴드 최고가 대비 공모가격(IPOH), 
희망공모가액밴드 최저가 대비 공모가격(IPOL), 희망공모가액밴드 평균가 대

비 공모가격(IPOM), 그리고 밴드크기 대비 공모가액과 밴드최저가의 차이

(IPOR)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 식(4)을 
사용해서 공모주의 할인/할증발행을 실증하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DiscountaREPUTATIONauSizea
BidINaVFaExaMba

BSaROAaIPONUMaIPOAgeaLOGPROCaaF

121110

9876

543210

1
1

+++
++++

+++++=
 (4) 

<표 5: 할인/할증발행에 의한 상장일 저평가에 관한 분석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예상과 마찬가지로 상장일 저평가는 상장전후 시장상

황, 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 할인발행에 의해서 유의적이었다.  공모주가 시

장에 안착하는데 상장전후 시장상황은 매우 중요함으로, 시장이 호황이면 공

모주의 거래가격은 상승하며 저평가는 증가한다.  그리고 일반청약자의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상장이후 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함으로, 상장이후 
공모주의 거래가격은 상승하며 저평가는 증가한다.  또한 가격하락위험이 높

을수록 공모주는 할인 발행되므로, 가격하락위험을 감지한 투자자들은 공모

주의 거래를 회피하며 공모주의 시장가격과 저평가는 감소한다. 그 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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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대용변수와 상장시장 더미변수는 공모주의 상장일 저평가를 모두 유

의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며, 발행회사의 성장성이나 안정성도 저평가를 
모두 유의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상장일 저평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상장일 저평가는 선행연구

에서의 시장상황과 초과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며 가격하락위험을 감지한 주

관사의 공모주의 할인발행이 공모주 저평가에 대한 중요한 원인임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절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논의

한다.  공모주의 상장초기 저평가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증권시장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저평가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명

확한 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국외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의 방지, 위험회피 
또는 시장조성을 위한 공모주의 할인발행과 상장이후 가격부양 등이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위험회피와 시장조성활동이 저평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

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공모시장과는 달리 국내공모시장에서는 상장이전에 
신규공모인수로 인한 수익구조가 공개된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본 연구에

서는 가격하락위험을 반영하는 최적가격을 추정하며, 공모주의 최적가격대비 
할인/할증발행을 확인하였으며, 공모주의 할인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수익에서 가격하락위험을 차감한 
인수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주관사는 공모주를 7%이상 할인 발행하였다.  둘

째, 수요예측 경쟁률로 대변하는 공모주의 초과수요와 주관사의 명성 그리고 
가격하락위험은 공모주의 할인 발행을 감소시켰다.  셋째, 상장전후 시장상

황과 공모주에 대한 초과수요는 저평가를 증가시키며, 가격하락위험에 의한 
공모주의 할인발행은 저평가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

려는 주관사의 의도적인 공모주 할인발행은 공모주의 저평가의 중요한 원인

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장이후 가격하락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가격하락위험을 반영해서 
공모주의 확정공모가액은 결정된다.  그런데 확정공모가액발표이전에 최적공

모가액을 추정할 수가 있으면, 공모주가 할인/할증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풋백옵션가치를 사용해서, 공모주의 할인/할증발행의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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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 그리고 상장일 저평가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분석방법은 국외시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국외시장

에서의 가격하락위험과 저평가에 관한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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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표 
 

<그림 1: 발행액과 인수수수료> 
그림 1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인수수수료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본은 유가증권시장 (거

래소, 코스닥)의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규공모주 중에서 동시상장공모주를 제

외한 공모주 207이다.  발행액(십억원, Proceeds KRW B.)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자금조

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인수수수료(Gross Spread %)는 발행액대비 인수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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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행액과 상장일 저평가> 
그림 3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상장일 저평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발행액(십억원, Proceeds 

KRW B.)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상장일 저평가

(F1 %)는 공모가액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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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수수익과 인수이익> 
그림 3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인수수익 그리고 발행액과 인수이익의 관계를 각각 보여준

다.  발행액(십억원, Proceeds KRW B.)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인수수익(Gross Spread %)는 발행액대비 인수수수료이며, 인수이익(Net Spread %)은

인수수익에서 총풋백옵션가치의 차감 금액의 발행액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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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정 인수수익과 인수이익> 
그림 4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인수수익 그리고 발행액과 인수이익의 관계를 각각 보여준

다.  발행액(십억원, Proceeds KRW B.)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공모수량을 제외한 자금

조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인수수익(십억원, Gross Spread %)과 인수이익(Net Spread %)은

각각 최적가격에서의 인수수익과 인수이익을 의미한다.  최적가격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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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행액과 할인/할증발행> 
그림 5은 표본에서의 발행액과 할인/할증발행(discount/premium)을 보여준다. 발행액(십억원, 

Proceeds KRW B.)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공모주의

underpricing을 측정하는 할인/할증발행(discount/premium %)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최적가격과

공모가격의 차이를 공모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양(+)이면, 할인발행을, 

음(-)이면 할증발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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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 
표 1은 표본에서의 공모수량, 일반청약배정수량, 발행액, 인수수수료, 상장일 저평가에 관한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의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

월까지 신규공모주 중에서 동시상장공모주를 제외한 공모주 207이다.  공모수량(백만주)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배정수량을 제외한 수량이며, 일반청약배정수량(백만주)은 신규공

모별 일반청약배정수량이며, 발행액(십억원)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고, 인수수수료(%)는 발행액대비 인수수수료이며, 상장일 저평가(F1)는 공모가

액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다.  위 표와 아래 표는 각각 표본 공모주 전체와  발행액

20(십억원)이상 표본에서의 표본 수(N), 평균(Mean), 표준편차(STD), 최대값(Max), 최소값

(Min)이다. 

 N Mean STD Max Min

공모수량(백만주) 207 1.790 1.345 12.000 0.140 

일반청약배정수량(백만주)  207 0.372 0.284 2.400 0.056 

발행액(십억원) 207 15.770 22.996 197.52 1.544

인수수수료(십억원) 207 0.576 0.474 3.950 0.200

인수수수료(%) 207 5.369 2.775 17.749 1.400

F1(%) 207 45.306 44.831 130 -23.438

  

공모수량(백만주) 44 2.945 2.149 12.000 0.800 

일반청약배정수량(백만주)  44 0.584 0.406 2.400 0.120 

발행액(십억원) 44 43.466  38.147  197.520  20.064

인수수수료(십억원) 44  1.249   0.651    3.950   0.400

인수수수료(%) 44  3.312   0.844    5.000   1.400

F1(%) 44 49.297  42.801  130.000 -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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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수수익, 가격하락위험, 인수이익과 할인/할증발행> 
표 2은 표본에서 추정한 인수수익, 가격하락위험(PBR), 인수이익과 할인/할증발행에 관한 분

석결과를 보여준다.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의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신규공모주 중에서 동시상장공모주를 제외한 공모주 207이다.  인수수익(십억원)은 공

모수량*최적가격이며, 인수이익(%)은 인수수익에서 총풋백옵션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최

적가격은 본 연구에서의 (1)식을 사용해서 추정한다.   

 N Mean STD Max Min

인수수익(%) 207 5.483 3.087 20.468 1.397

PBR(%) 207 24.721 35.324 89.762 0.178

인수이익(%) 207 0.282 8.588 19.195 -25.354

IPOH (%) 207 87.023 16.148 250.000 50.476 

IPOL (%) 207 107.963 20.073 300.000 68.387 

IPOMid (%) 207 96.238 17.457 272.727 58.082 

IPOBest (%) 207 96.070 18.829 250.004 5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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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수에 관한 기초통계> 
표 3은 할인/할증발행과 상장일 저평가의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다.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의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규공모주 중에서 동시

상장공모주를 제외한 공모주 207이다.  할인/할증발행(%)은 공모가액대비 최적가격이며, 최

적가격의 추정은 본 연구 방법에 의한다.  LOGPRO는 Log(발행액/1000000)이며, IPOAge(1)과

IPOAge(2)은 각각 수요예측일과 상장일에서의 발행회사의 연령이고, IPONUM는 Log(대응자

산 포트폴리오에서의 표본 수)다.  ROA과 BS는 각각 상장직전연도의 총자산 수익률과 부채

비율이다.  MKT와 Mb1는 각각 시장지수의 수요예측일의 시장 수익률과 수요예측일 종가대

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다.  Bid는 수요예측 단순평균경쟁률의 로그이다.  uSize는 주관사

의 (시가총액/1000000)의 로그이며, REPUTATION는 표본에서의 주관사별 인수규모 순위이다. 

다음 표는 표본에서의 표본 수(N), 평균(Mean), 표준편차(STD), 최대값(Max), 최소값(Min)이

다. 

 N Mean STD Max Min 

LOGPRO 207 9.198 0.892 12.194 7.342 

IPOAge(1) 207 2.227 0.565 3.952 0.724 

IPOAge(2) 207 2.238 0.560 3.952 0.728 

IPONUM 207 2.915 1.147 4.585 0.000 

ROA 207 0.143 0.103 0.434 -0.168 

BS 207 0.888 0.652 4.044 0.044 

MKT 207 0.001 0.013 0.040 -0.048 

Mb1 207 0.894 6.836 22.877 -22.261 

Bid 207 4.470 0.881 6.700 0.000 

BidIN 207 5.653 1.278 7.975 -0.117 

uSize 207 13.046 1.198 15.087 9.154 

REPUTATION 207 7.908 5.797 28 1 

PBR 207 24.721 35.324 89.762 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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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할인/할증발행에 관한 분석결과> 
표 4은 표본에서의 할인/할증발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코스닥)의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규공모주 중에서 동시상장공모주를 제외한

공모주 207이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90%, 95%, 99%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한다.

 IPOH IPOL IPOMid IPOR IPOBest 

Intercept  -21.028 -34.975 -26.200 -533.390*** 59.468* 

 (-0.700) (-0.930) (-0.810) (-3.160) (1.720) 

LOGPRO 8.923***11.091***9.828*** 45.690*** 1.071 

 (4.020) (3.990) (4.080) (3.650) (0.420) 

IPO Age -0.075 1.639 0.585 3.738 0.140 

 (-0.030) (0.580) (0.240) (0.300) (0.050) 

IPONUM 1.033 0.597 0.877 3.443 1.380 

 (1.010) (0.470) (0.790) (0.600) (1.180) 

ROA -7.328 -13.322 -9.338 -36.015 -7.839 

 (-0.560) (-0.820) (-0.660) (-0.490) (-0.520) 

BS -1.350 -2.309 -1.733 -8.978 -1.409 

 (-0.760) (-1.040) (-0.900) (-0.900) (-0.690) 

MKT 74.576 100.228 84.005 522.806 48.775 

 (0.850) (0.920) (0.890) (1.060) (0.490) 

Ex 4.262 7.252 5.349 29.272 -0.920 

 (0.900) (1.220) (1.040) (1.090) (-0.170) 

VF 0.601 1.985 1.102 1.210 0.001 

 (0.220) (0.570) (0.370) (0.080) (0.000) 

Bid 4.505** 6.829*** 5.466** 24.299** 5.331** 

 (2.220) (2.680) (2.480) (2.120) (2.280) 

REPUTATION 0.289 0.281 0.292 1.322 0.281 

 (1.260) (0.980) (1.170) (1.020) (1.060) 

PBR -0.050 -0.036 -0.045 -0.217 -0.070* 

 (-1.510) (-0.880) (-1.260) (-1.160) (-1.840) 

FIXED -1.399 -1.607 -1.524 -6.112 7.837** 

 (-0.400) (-0.370) (-0.410) (-0.310) (1.970) 

Adj R-Sq 0.050 0.037 0.046 0.029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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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할인/할증발행에 의한 상장일 저평가에 관한 분석결과> 
 

F1 F1 F1 F1 F1
Intercept -135.195* -132.626* -133.946* -164.714** -111.979
 (-1.860) (-1.820) (-1.840) (-2.230) (-1.510) 
LOGPRO 5.995 6.399 6.052 9.346* 6.888 
 (1.070) (1.140) (1.080) (1.710) (1.230) 
IPO Age 1.898 1.376 1.644 1.793 1.645 
 (0.350) (0.250) (0.300) (0.330) (0.300) 
IPONUM -0.864 -0.586 -0.752 -0.906 -0.613 
 (-0.350) (-0.240) (-0.310) (-0.370) (-0.250) 
ROA -12.111 -11.358 -11.710 -12.278 -13.060 
 (-0.390) (-0.360) (-0.370) (-0.390) (-0.410) 
BS -2.129 -1.977 -2.035 -2.184 -2.124 
 (-0.500) (-0.460) (-0.480) (-0.510) (-0.490) 
Mb1 2.202*** 2.149*** 2.187*** 2.177*** 2.165*** 
 (5.190) (5.070) (5.160) (5.150) (5.050) 
Ex 10.632 10.091 10.377 12.650 10.457 
 (0.930) (0.880) (0.910) 1.100) (0.910) 
VF -1.974 -2.285 -2.131 -1.695 -1.804 
 (-0.300) (-0.340) (-0.320) (-0.260) (-0.270) 
Bid 0.901 0.535 0.689 0.831 1.066 
 (0.180) (0.100) (0.130) (0.160) (0.210) 
BidIN 11.545*** 11.991*** 11.648*** 11.603*** 12.007*** 
 (4.790) (5.010) (4.830) (4.810) (4.950) 
REPUTATION 1.058* 1.101** 1.071* 1.084* 1.105** 
 (1.920) (2.000) (1.950) (1.970) (2.000) 
PBR 0.092 0.082 0.088 0.097 0.083 
 (1.130) (1.010) (1.080) (1.190) (1.020) 
IPOH 0.422**  
 (2.250)  
IPOL  0.281*  
  (1.890)  
IPOMid  0.372**  
  (2.150)  
IPOBest  0.355**  
  (2.170)  
IPOR  0.058* 
  (1.710) 
FIXED 1.878 1.637 1.835 -1.546 1.520 
 (0.230) (0.200) (0.220) (-0.180) (0.180) 

Adj R-Sq 0.281 0.276 0.280 0.280 0.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