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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데이트레이더들의 실시간 투자전략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논문들이 데이트레이더들의 이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데이트레이더들의 초단기매매의 투자전략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더에 대한 미국의 규제도 데이트레이더들의 
손익에 초점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으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에 대한 평가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장의 참여자들은 장기성과, 단기투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으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헌들은 거의 없다. 학계나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는 데이트레이더의 투자전략이 
거래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얻는 투자전략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포지션정산법 즉 제로포지션에서 다시 
제로포지션이 될 때까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트레이딩 혹은 유사데이트레이딩의 
투자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데이트레이더들의 거래숙련도를 총매수금액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들의 투자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숙련도가 높을 수록 초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이익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초단기매매에 실패하여 다음날로 
이월시키는 투자전략에서도 데이트레이딩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이전 보다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는 매우 낮은 
것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순수한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초단기매매에 대한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작으며, 많은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전략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Barber 
et atl.(2004)의 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1. 서론 

 

증권시장의 참여자들은 데이트레이더들이 실시간 투자전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투자전략으로 지속적인 거래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

무와 달리 학문적인 연구에서는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은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의 성

과측정이 아니고 데이트레이더들의 이익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

어, Barber,Lee,Liu,and Odean(2004)는 지난 6개월의 데이트레이더들의 거래금액을 가지고 그 

후 6개월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성과의 측정에서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실제 매도가격에 대응되는 실제의 매수가격과 매수가격에 대응되는 매도가격이 

아닌 종가로 가정하여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데이트레이더들의 장기목적의 투

자도 단기투자로 가정하여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투자손익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데이트레이더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투자전략 즉 하루 중

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이익을 내는 타당한 전략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

다. 이런 중요성에도 데이트레이더들의 순수한 투자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의 연구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의 순수한 투자전략인 하루 중에 먼저 매수 하고 나중에 매도하는 

순수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이 어느 정도로 성공적인가를 분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익

(손실)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1999년 이후에 한국증권시장에서 데이트레이딩은 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었으며, 일부

의 투자자들이 데이트레이더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알려지면서 중요한 투자기법으로 인식되었

다. 그 이후로 투자자들이 데이트레이딩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하고 데이트레이딩의 위험성을 알

려지면서 최근에는 많은 투자자들 속에서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2002년 이후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데이트레이더들에 의한 엄격한 

의미1에서의 거래비중이 약 20%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수의 측면에서 하루 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에서 이들의 비중이 약 16%정도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데이트레이더들은 아

직도 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로 남아 있으며, 증권시장 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트레이더들에 대한 연구 방향에서 최혁(2001)은 데이트레이더들이 증권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와 이들의 투자전략이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트레이더들에 대한 투자성과에 대해서, Harris and Schultz 

(1998)는 나스닥증권 시장의 SOES (Small Order Execution System)에서의 거래를 분석하고, 

단기투자자들이 거래로 인한 이익이 평균 이하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Garvey and 

Murphy(2001)는 회사에서 고용한 15명의 전문데이트레이더가 나스닥증권시장에서 호가스프

레드 범위 안에서 지정가주문을 냄으로써 거래이익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easholes and 

Wu(2004)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데이트레이더들이 상한가에 주문을 매수 하고, 다음날 이 

                                                           
1   엄격한 의미에서의 데이트레이딩은 임의의 투자자가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날에 같은 수량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적인 의미에서 데이트레이딩은 임의의 투자자가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날의 
총매도수량과 총매수수량 중에서 적은 수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들을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Barber, Lee, Liu, and Odean(2004)은 대만

증권시장의 데이트레이더들을 분석하고 가장 활동 적인 데이트레이더들이 투자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데이트레이더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정,박경서,장하성

(2006)은 한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대부분의 데이트레

이더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Jordan and Diltz(2002)는 연구대상인 전문

데이트레이더들 중에서 2/3정도가 손해를 보고, 1/5정도만이 적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제

시하고 있다.  

 

위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이 성공적인가를 측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매수금액이 많은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초단기

매매의 투자전략을 평가하여 데이트레이딩의 투자전략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들의 

투자전략 즉 하루에 주식을 매매하고 포지션을 청산할 때의 투자성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

나 아직도 많은 논문들이 장기와 단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초단기매매

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다. 그러나 초단기매매의 투자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데이트레이딩은 투자보다는 투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시장에서도 데이트레이더들에 대한 투자전략을 이해 하여, 

만약 이 전략이 위험한 투자전략인 경우에는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인

들도 이 투자전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 투자전략이 

일반인에게 위험하다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고, 초단기매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

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코스닥증권시장의 데이트레이더들의 초단기투자전략을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의 평가를 포지션정산

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포지션정산법은 한 투자자들의 하루 중의 포지션이 0 이 되는 시

점에서 그 이후에 매수수량은 가산하고 매도수량은 차감하여 다시 포지션이 0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누적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물론 이 투자자가 한 쪽의 거래에서는 

데이트레이딩은 다른 종목에서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장기투자의 방법은 포

지션정산법에 의해서 마감되지 않거나 마감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보유 일수가 큰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점

은 기존의 연구들이 투자성과를 분석함에 의해서 주로 체결의 총수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rber et al(2004)와 이은정,박경서,장하성(2005)은 하루 중의 총매매금

액을 기준으로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총수량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데이트레이더들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먼저 매수하고 

후에 매도하는 투자전략에 반하는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는 전략도 투자성과에 반영된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익계산에서 나중에 매수한 주식과 전의 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계산하게 되어 투자전략의 평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당일 매수한 주식을 거래일 익일

에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많은 데이트레이더들은 상당한 거래를 익일 혹은 4일 정도까지 확

대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전략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것은 미국시장에서 정의



되고 있는 패턴데이트레이더(pattern day trader)2 들에 의한 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이를 위해서 연구대상기간 동안

의 데이트레이더들에 의한 각 체결을 추출 하여 총매수금액으로 나누어 이들의 투자전략의 성과

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2월까지의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량 비중은 엄격한 정

의에서는 약 25%정도를 확장한 의미에서는 약  40%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데이트레이

딩의 거래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엄격한 정의에 

의한 데이트레이딩의 성과에서는 낮은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는 높은 그룹에 있는 데

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가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데이트레이더들의 투

자성과는 높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초단기매매투자전략의 투자평가 결과 이들이 거래

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매우 적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승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반복을 통해서 이익의 지속성을 분

석결과 우도비율(odd ratio)이 모든 그룹에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은 초단기매매투자전략을 통해서 매우 적은 이익을 얻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투자전략은 매수금액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

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2. 자료와 연구방법 

 
     2-1. 시장구조와 자료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코스닥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1997년 이래로 급성장 하여 왔으며, 1997년 이후로 전산주문원장을 

사용하여 모든 주문과 체결을 전산주문원장을 사용하는 매매체결시스템이다.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에서 거래를 체결시키고 있다. 먼저, 오전 8시에서 9시까지는 오전

동시호가에서 시초가를 결정하고, 시초가 결정 이후에는 연속매매에 의해서 주문입력과 체결을 

                                                           
2 미국에서는 패턴데이트레이더(pattern day trader)는 5일 연속되는 영업일안에서 하나의 계좌가 4일 이상 

거래를 행한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래한 총거래자의 수의 6% 이상이 데이트레이더로 알려져 있다. 패턴 

데이트레이더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패턴 데이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최소 자본은 

한 계좌에 최소 비중(margin portion)으로 $25,000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만약 패턴 데이트레이더가 

$25,000의 최소 자본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분한 자본이 그 계좌로 예치될 때까지, 그 계좌는 데이트레이딩이 

제한된다. 패턴 데이트레이더의 데이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매력은 그 계좌에서 자금시장펀드를 차감한 NYSE 

excess의 4배까지 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지적 한대로 만약 데이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매력이 패턴 

데이트레이더의 계좌를 초과한다면, 그 계좌는 데이트레이딩 마진 콜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마진 콜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5 영업일 안에 예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소 자본이 만족되거나 데이트레이딩 

마진 콜로 예치가 되면 패턴 데이트레이더로서 최소 3일 동안 계좌를 철회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wikipedia.org/wiki/Pattern_day_trader 참조할 것 

 

 



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14시 50분부터 15시까지 10분 동안 종장동시호가를 사용

하여 종가를 결정하고 있다. 시간외시장은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거래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은 전산주문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한 매매보다는 온라인 거래로 약 50%이상이 이

루어지는 매우 활발한 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거래를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우 투명한 

시장이다. 실시간의 거래이전의 정보로 체결가격과 체결수량 그리고 최우선호가를 10단계로 제

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시장가주문은 2003년 7

월에 도입하였으며, 2004년 7월에 최우선호가주문과 최유리우선호가를 도입하였다. 연구대상기

간인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호가단위는 1만원 이하인 경우에 10원, 1만원 에서 5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50원,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원, 10만원에서 50 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500원, 5십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원이다.  하루의 가격의 상한과 하한 의 가격제한폭

은 이 기간 동안에는 12%이며, 코스닥시장은 거래를 위한 시장조성자가 없기 때문에 주문의 경

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문을 체결 시키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

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스닥증권시장의 실시간자료(TAQ)를 사용하여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 

를 분석하고 있다. 코스닥 실시간자료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주문과 

체결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코스닥실시간자료는 주문원장과 체결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문

장에서는 각 투자자들의 주문가격과 주문수량 그리고 주문시간과 투자자유형, 주문유형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자료에는 최우선호가를 포함하고 있다. 체결원장에는 각각의 매수자

와 매도자, 체결가격과 체결수량 그리고 체결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체결원장과 주문 원장에

는 각각의 투자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 유니크한 구분자는 계좌와 같

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구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 구분자를 하나의 투자자로 보고 있다.  

 

2-2.  데이트레이더들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실시간자료를 사용하여 데이트레이더들을 구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동일한 투자자가 각각의 일별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수량을 매수하고 매도한 경우를 구하였다. 둘째, 이 투자자들의 총매수금

액과 총매도금액을 연구대상기간에 걸쳐서 합산하였다. 셋째, 위에서 구한 투자자들의 매수금액

을 기준으로 전문데이트레이더와 일반투자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넷째, 데이트레이더 들을 연구

대상기간 동안에 50억 이상 거래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전문데이트레이더들로 구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5년 동안에 10번의 거래 이하이거나 1천만원 미만의 데이트레이더들을 분석에서 제

외하고 있다.  

 

2-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투자성과의 측정방법으로 포지션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몇 편의 

논문들이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루 중의 총매

도금액과 총매수금액을 비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rber et al.(2004)와 이은

정, 박경서, 장하성(2006)은 동일한 수량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거래량에 의한 데이트레

이딩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입 하고 당일에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그 후에 다시 같은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투자성과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즉 이 것은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매매

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먼저 매입하고 그 후에 매도하기 때문이다. 

투자성과가 전일의 매도금액과 당일의 매수금액으로 투자성과를 계산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데이트레이더들은 초단기매매를 하기 위해서 공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매

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 적지 않은 관찰치들이 데이트레이더들의 

매매에서 먼저 매도체결하고 후에 매수체결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데이트레이더들은 정의상 가장 일반적인 매매형태가 동일한 날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

도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하지만, 실제의 투자기업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이상으로 포지션을 마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런 데이트레이더들을 광범위한 호칭이 패턴데이트레이더 

(pattern daytrader)들이다. 즉 이들의 투자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투자자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하루 중의 분석보다는 투자자들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하루에 몇 번도 데이트레이딩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으며, 마지막 포지션을 0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들의 거래금액은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레이딩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지션정산법을 이용하여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투자자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이 0이고,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포지션이 증가하고, 이 수량을 매도할 때 포지션을 매도수량

만큼 줄이게 된다. 이 과정을 포지션이 다시 0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각 투자자

들의 이익을 계산하게 된다. <표 1>은 포지션 방법에 의한 방법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포지션정산법의 단점은 연구대상기간 이전에 주식을 매입하거나 시장거래가 아닌 외부 거래

에서 주식을 매입한 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포지션이 0인 투자자가 신규공모주에서 할당 받은 수량을 시장에 매도

는 포지션을 음의 포지션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 혹은 이 연구대상기간 이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연구대상기간에 매도할 때, 혹은 유상증자와 같이 거래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 포지션방법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포지션이 마감되지 않

거나 음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순수한 투자전략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표1> 포지션청산방법 

 

이 표는 투자성과에 대한 포지션 청산방법과 기존연구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0월 21일에 
있는 총매도수량과 총매수수량을 이용하여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
다.  

 20,300*200*(1-0.00025)-(20,400*150+20,500*50)*(1+0.00025)= -27,036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포지션정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 의하면 10월 21일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20,300*200*(1-0.00025)-(20,050*200)*(1+0.00025)=47,982원  
 A주식 200주는 익일로 이월된다.  

 
날짜 매매 현황 포지션 트레이딩 

09시 30분 A주식  
100 계약 20,000원에 매수 
13시 33분 A주식  
100 계약 21,000원에 매도 

당일 포지션 청산을 통한  
트레이딩 

10월 20일 

14시 27분 A주식  
200 계약 20,050원에 매수 
10시 01분 A주식  
200 계약 20,300원에 매도 

전일 매수, 당일 매도 

11시 11분 A주식  
150 계약 20,400원에 매수 

10월 21일 

14시 20분 A주식  
50 계약 매수 20,500원에 매수 

당일 매수, 당일 보유 

 

본 논문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본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0의 시작시점포지션과 종료시의 시점이 0이 되는 투자전략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마감되지 않는 경우는 표본 샘플에서 제외 하였으며, 데이트

레이더들이 7일 이상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지속성에 대한 연구 방법은  

 

3. 실증분석결과 

 

    3.1 데이트레이더 확인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정의의 데이트레이딩의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트레이더들

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이 절에서는 엄격한 정의의 데이트레이딩과 확장형 정의의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량비율과 투자자수의 비율을 월별로 구하고 있다. <그림 1>은 코스닥시장에

서 데이트레이딩의 월별평균거래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KOSDAQINDEX는 코스닥

지수를, ETRADRAT는 각각의 투자자에 대해서 일별로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이 정확하게 일치하

는 거래량을 구한 후에 이를 일별의 총거래량으로 나누고 월별로 평균한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비

율을 보이고 있다. LTRDRAT는 일별로 각각의 투자자들의 매도수량과 매수수량 중에서 낮은 수

량에 대해서 총거래수량으로 나누어 거래비중을 구하여 월별로 평균한 비율이다.  

 

 

 

 

 



 

< 그림 1> 월별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비중 

 

 이 그림은 월별로 데이트레이딩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ETRDRAT는 엄격한 정의인 임의의 

한 투자자가 하루 중의 총매수수량과 총매도수량이 일치하는 수량을 일별의 총매매수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리고 LTRDRAT는 넓은 정의로 각 투자자 별로 매도와 매수 수량 중에서 낮은 수량을 

총매매수량으로 나누어 구한 후에 월별로 평균한 거래비중이다. 왼쪽 축은 코스닥지수를 오른쪽의 

축은 거래비중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2>에서 2000년 초에 지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후반기 까지는 데이트

레이더들의 거래비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다시 거

래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넓은 정의인 LTRDRAT는 약 40%의 거래비율을 엄격한 

정의인 ETRDRAT는 약 25%의 거래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거래비율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총거래자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을 월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에서 ERatio는 동일한 주식을 같은 수량을 매수와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총거래자수에서 일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후에 월별로 평균하였고, LRatio는 각각의 투자

자들에게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에서 적은 수량을 차지하는 투자자수를 총투자자의 수로 나누

어 구하였다.  

   

엄격한 정의에서의 데이트레이더들은 가장 낮은 비율은 14%정도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트레이더들의 정의는 

22%에서 26%까지 보이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데이트레이딩이 시장에서 투자자수나 

거래량비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데이트레이더들에 대한 분석과 특히 이들의 투

자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 2> 월별 데이트레이더 비율 

 

 이 그림은 월별로 데이트레이더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트레이더의 비율은 가장 

엄격한 정의인 각 투자자들이 하루 중에 매수와 매도 한 수량이 같은 경우의 투자자를 하루 

중의 총투자자수로 나누어 월별로 평균하였고, 넓은 정의의 데이트레이더들은 각 투자자로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의 합을 구한 후 매도와 매수 수량 중에서 적은 수량을 가지고 잇는 투

자자들을 총투자자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일별로 모든 수량을 더한 후에 이를 총수량으로 나

누고 이를 월별로 평균하였다.  

 

 

 

위에서 구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총매도수량과 총매수수

량이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각각의 

데이트레이더들의 모든 주식에서 데이트레이딩에 의한 총거래금액을 구하였다. 이익의 식은 다

음과 같다.  

 

<표 2>는 데이트레이딩의 엄격한 정의인 일별로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이 일치하는 모든 투자

자들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총합한 후에,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을 참가하고 총거래금액에 대한 거래수수료인 0.025%의 거래금액에

서 제외하고 이를 총매수금액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구하였다. 단순투자자와 데이트레이더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에 10회 이하로 같은 수량을 거래한 투자자들과 1천 만

원 이하로 거래한 투자자들(이들을 포함할 경우에 약 250만 계좌)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2>에서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자 중에서 거래 빈도가 10번 이하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의 투자자들은 이 표본에서 제거하였고, 데이트레이더 구분은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매수금액이 5천만윈 미만인 투자자가 총투자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자는 1.62% 이

익을, 패자는 -1.12%로서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투자자는 총투자

자의 19%이며, 승자는 1.39%, 패자는 -1.05%로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있는 투자자는 총투자자의 49%이며, 승자는 1.08%, 패자는 -0.09%로서 손실을 보여주고 있

다. 위의 세 그룹이 총투자자의 9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적 데이트레이더로서 보



기 힘들고, 또한 데이트레이딩 분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본 연구의 표본자료에서 제외시켰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0억원 이상을 거래한 투자자 77,433명을 전문적 데이트레이더라 규정하고, 이들

의 초단기매매의 투자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 중에서 투자금액이 10억원과 50억원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룹 1> 로 정의하고,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투자자자들은 <그룹 

5>로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데이트레이더나, 대규모 데이트레이더 모두 승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으나 패자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  

 

이 표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에 매수수량을 기준으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분

석하고 있다. 투자성과의 방법은 총매수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서 각 계좌 별

로 총매수금액과 총매도금액을 구한 후에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총매수금액

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구하였다.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중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이 같은 투자자들로 정

의하였다. 그리고 수수료를 감안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수수료인 0.025%를 양방향으로 차감하였다. 그 

후에 수익률이 0보다 적은 투자자를 패지(LOSER)로 구분하였으며, 수익률이 0보다 큰 경우를 승자

(WINNER)로 구분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억 미만의 거래자는 전문적 데이트레이더로 보기 

힘들어서 가능한 전문적 거래자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10억원 이상 거래한 투자자를 분석할 것이다. 

 

데이트레이더구분 투자자구분 계좌수 평균수익률 최소수익률 최대수익률

LOSER 79464 -1.12 -13.11  0.00  
1천만원<매수<5천만원 

WINNER 130434 1.62  0.00  27.14  

LOSER 67533 -1.05 -16.49  0.00  
5천만원<매수<1억원 

WINNER 100243 1.39  0.00  13.16  

LOSER 195448 -0.90 -13.21  0.00  
1억원<매수<10억원 

WINNER 242314 1.08  0.00  21.35  

LOSER 32666 -0.71 -12.57  0.00  
10억원<매수< 50억원

WINNER 33948 0.65  0.00  9.68  

LOSER 2439 -0.67 -5.33  0.00  
50억원<매수< 100억원 

WINNER 3964 0.53  0.00  7.64  

LOSER 940 -0.68 -4.65  0.00  
100억원<매수<5백억원 

WINNER 3029 0.54  0.00  3.98  

LOSER 42 -0.70 -2.34  -0.01  
5백억원<매수<1천억원 

WINNER 251 0.59  0.04  2.63  

LOSER 23 -0.54 -1.61  0.00  
1천억원<매수 

WINNER 131 0.62  0.01  1.9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억 미만의 거래자는 전문적 데이트레이더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여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문적인 데이트레이더들인 

74,333명의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실시간 투자전략 실증결과 

 

이 연구는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구분을 위의 그룹 중에서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들을 선택하



였다 연구대상인 투자자들은 77,433명이며, 이중 보유기간(holding period)이 2000년 1월 이전

과 2005년 2월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 및 보유기간이 8일 이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 52개를 

제외시킨 결과 77,381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의 거래자들에 대해서 연구대상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목록을 코스닥의 실시간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그리고 포지션정산법에 의해

서 제로포지션에서 제로포지션이 되는 종목들을 분석하여 초단기매매의 데이트레이딩의 거래건

수3는 9,893,299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월별 데이트레이딩의 비중 

 

 이 그림은 77,381명의 각각의 거래건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법은 전

이 투자자들의 전체거래에서 시작시점의 제로포지션에서 종료시점에서의 제로포지션을 나

타내는 투자전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년 동안에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데이트레

이딩 기간이 7이하로 거래한 데이트레이더는 77,381명이고, 그리고 이들의 총거래건수는 

9,893,299건으로 나타났다.  

 

 

 

3.2.1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 분석 

 

<표 3>은 전문데이트레이더 전체 77,381명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패널 A>는 전문

데이트레이더 전체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B>는 전체투자자 중 승자와 패

자들의 평균수익률을, 그리고 <패널 C>는 위의 매수금액에 의한 데이트레이더의 그룹별 평균수

익률을, <패널 D>는 데이트레이더들의 그룹별 승자와 패자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4>의 <패널 A>에서 위에서 구한 전체 투자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보유기간이 거래일 기준 7일 이하인 데이트레이더는 77,381 

명으로서, 이들의 평균수익률은 -0.38%였다. 수익률의 중앙값은 -.25%이고, 이들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은  -24.72%였고, 최대수익률은 23.69%이었다. <표 4>의 <패널 B>는 전체 투자자를 승

자와 패자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데이트레이더 기법을 사용한 

                                                           
3 본 연구에서 거래건수는 데이트레이더가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완전히 매도하여 그 주식에 대한 보유잔량이 

0 이 되었을 때를 하나의 거래건수로 보았다.   



승자는 29,981명으로서 대상투자자의 약 39%를, 패자는 47,400명으로서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승자의 평균수익률은 0.67%, 중앙값은 0.43%으로 나타났고, 최대 23.67%의 수익률을, 패

자의 평균수익률은 -1.05%, 중앙값은 -0.77%로 나타났고 -24.72%의 손실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  

 

이 표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에 전체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전체 투자자에 대한 승자와 패자의 수

익률, 데이트레이더의 매수금액 그룹별 수익률, 데이트레이더 그룹별 승자 및 패자의 수익률에 대한 기술통계량 

값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투자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포지션정산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총매수금액과 총매도금액을 투자자들 별로 합산하고, 이익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구하였다. 이익=(총매도

금액-총매수금액)-수수료*(총매도금액-총매수금액) 그리고 수수료는 홈트레이딩의 수수료에서 가장 적은 

0.025%를 적용하였다. 그 후에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수익률=이익/총매수금액*100 수익률을 구한 

후에 0보다 적은 경우를 패자(LOSER)과 0보다 큰 경우를 승자(WINNER)로 정의하였다 <패널 A>는 모든 투자

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거래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패널 B>는 전체투자자들의 승자와 패자비

율을 분석한 것이고, <패널 C>는 데이트레이더 매수금액별 수익률을 비교한 것이고 <패널 D>는 각 매수금액별 

패자와 승자를 구분하고 있다. 

      (단위 : %)

A. 전체 투자자에 대한 수익률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77,381 -0.38 -0.25 -24.72 23.69 

B. 전체 투자자 중 승자 및 패자의 수익률  

구분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WINNER        29,981 0.67 0.43 0.00 23.69 

  LOSER        47,400 -1.05 -0.77 -24.72 0.00 

C. 데이트레이더들의 매수금액그룹별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10억원<매수< 50억원         66,565 -0.48 -0.37 -24.72 23.69 

50억원<매수< 100억원           6,401 0.11 0.16 -9.22 14.41 

100억원<매수<5백억원           3,968 0.43 0.39 -4.40 11.55 

5백억원<매수<1천억원             293 0.65 0.50 -1.23 3.29 

1천억원<매수             154 0.71 0.59 -0.39 4.16 

D. 각 매수금액그룹의 패자와 승자의 수익률  

포트폴리오 구분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WINNER        22,319 0.69 0.43 0.00 23.69 
10억원<매수< 50억원

LOSER        44,246 -1.07 -0.79 -24.72 0.00 

WINNER          3,889 0.62 0.43 0.00 14.41 
50억원<매수< 100억원

LOSER          2,512 -0.70 -0.45 -9.22 0.00 

WINNER          3,338 0.62 0.45 0.00 11.55 
100억원<매수<5백억원

LOSER            630 -0.57 -0.35 -4.40 0.00 

WINNER            285 0.68 0.51 0.02 3.29 
5백억원<매수<1천억원

LOSER               8 -0.45 -0.15 -1.23 -0.09 

WINNER            150 0.74 0.60 0.17 4.16 
1천억원<매수 

LOSER               4 -0.17 -0.14 -0.39 0.00 

 

<표 4>의 <패널 C>는 데이트레이더들의 매수금액별 수익률을 분석하고 있다. 데이트레이더 

그룹을 매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50억원 미만을 1그룹,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을 2그룹, 

100억원 이상 500백억원 미만을 3그룹, 1천억원 미만을 4그룹, 매수금액이 1천억원 이상을 5그

룹으로 구분하였다. 1그룹은 전체 투자자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그룹은 8.2%의 비중을, 3

그룹은 5.1%를 비중을 보이고 있다. <패널 C>에서는 매수금액이 적은 그룹 일수록 낮은 수익률



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매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우월한 데이트레이딩 기법 혹은 시장파워에 의

한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의 <패널 D>는 매수금액별 승자와 패자와 

수익률을 분석하고 있다. 승자는 그룹별로 평균수익률이 0.69%, 0.62%, 0.62%, 0.68%, 0.74%

로서 어떤 그룹이든지 일정한 금액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무관하게 승자의 투자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패자의 경우에는 매수금액이 

작은 집단의 데이트레이더의 평균수익률은 -1.07%이고, 매수금액이 큰 집단의 데이트레이더의 

평균수익률은 -0.17%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이 커질수록 데이트레이더의 평균손실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수금액이 큰 집단의 데이트레이더들이 작은 집단에 비하여 위험관리 능력이 

탁월함을 확인해 준다. <패널 D>에서는 매수금액이 많아질수록 승자의 비율이 높아진 다는 것

을 보이고 있다.  

 

<표 4>의 결과로서 포지션정산법에 의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소

규모의 데이트레이더 일수록 시장에서 패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소규

모의 투자자 일수록 패자의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의 전략은 매우 큰 손실을 가지

고 있다는 기존의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3.2.2 데이트레이딩 기간에 따른 투자성과 분석결과  

 

이 절에서는 각 투자자들이 언제 거래를 청산하는가에 대한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청산거래건

수는 데이트레이딩인 DAY0시점에 6,496,420건이 청산 되고 있으며, 거래 후 1일에 청산되는 

건수는 DAY1은 2,063,407이다. 그리고 DAY3은 이후와 같다.  

 

                                <그림 4> 청산거래일에 따른 거래건수분포 

 

     이 그림은 총거래건수가 거래일 7일 이내에 청산되는 모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당일에 

청산되는 거래건수는 6,496,420건이고, 1일에 청산되는 건수는 2,063,407이고, 2일에 청

산 되는 535,733건이다. 즉 많은 건수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청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4>에서 데이트레이더들의 매매가 포지션의 청산은 많은 경우에 초단기매매

에 의해서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거래건수들이 1일에서 4일에 걸쳐서 

청산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으로서 거래일익일포지션

(overnight position)에 따른 손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데이트

레이딩에 실패한 경우에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위험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혹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그림 5> 매수금액별 데이트레이딩 기간에 따른 평균수익률 

 

 이 그림은 매수금액별 데이트레이딩의 기간에 따른 평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Group1은 매수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을, Group2는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을, Group3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을, Group4는 500억원 이상 천억원 미만을, 

Group5는 천억원 이상의 데이트레이더의 기간별 평균수익률을 계산하였다. Day 0은 데이

트레이딩기간이 당일 매수하고 청산 한 것을 0으로서, Day 1은 당일 매수 후 다음 날 모두 

매도, Day 7은 당일 매수 후 7일째 모두 매도한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5>에는 매수금액별 데이트레이딩의 청산기간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룹 1>은 거래일이 지나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청산에 따른 실패를 보이고 있다. <그룹 2>부터 <그룹5>까

지는 1일 정도의 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것은 <그룹 3>부터 <그룹 5>는 1일부터 3일까지의 

예측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데이트레이더의 매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

존의 전략을 확장하여, 각 투자자들이 하루 중에 자신의 포지션을 마감하지 않는 경우에 승자와 

패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4>는 당일 마감부터 거래일 7일 까지 

각 매수금액 그룹별로 청산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데이트레이딩 기간에 상관없이 기간에 따

라서 관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이듯이 승자의 경우에 매수금액별 그룹에 

관계없이 거래일 1일 이후인 Day1 혹은 2일 이후인 Day2에 대해서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

며, 수익률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데이트레이딩은 거래일에 관계 없이 성

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패자의 경우에는 데이트레이더들을 당일 이후로 이

월 시키는 투자전략이 오히려 수익률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 5>에서 가장 낮은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는 승자도 포지션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

한 의문점을 보이고, 혹은 <그룹 2>부터 <그룹 5>까지의 분석에서도 같은 패자도 투자가 올라

가는 상황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잇다. <표 5>는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표 5> 데이트레이딩 기간에 따른 승자와 패자간의 평균수익률 분석 

 

이 표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기간에 Day 0은 데이트레이딩기간이 0으로서, 당일 매수 후 당일 

모두 매도, Day 1은 당일 매수 후 다음 날 모두 매도, Day 7은 당일 매수 후 7일째 모두 매도한 한 경우를 의미

한다. 투자성과의 방법은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 기간에 걸쳐서 각 계좌 별로 모든 주식

에 대해서 총매수금액과 총매도금액을 구한 후에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을 차감하고, 수수료를 고려하여 그 

차액을 총매수금액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구하였다.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량은 하루 중에 매수총량과 매도총량이 

같은 투자자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수료를 감안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수수료인 0.025%를 양방향으로 차감

하였다. 그 후에 수익률이 0보다 적은 투자자를 패지(LOSER)로 구분하였으며, 수익률이 0보다 큰 경우를 승자

(WINNER)로 구분하였다 

        (단위:%) 

포트폴리오 구분 Day 0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Winner 1 0.61 1.1 1.1 1.22 1.03 1.35 1.15 0.86
10억원<매수< 50억원 

Loser 1 -0.64 -0.88 -1.45 -1.88 -2.14 -2.29 -2.56 -2.86

 Winner 2 0.58 1.11 1.18 1.48 1.5 1.12 1.28 1.57
50억원<매수< 100억원 

Loser 2 -0.54 -0.67 -1.26 -1.69 -2.7 -1.76 -3.21 -1.67

 Winner 3 0.6 1.28 1.54 1.83 1 1.15 2.19 0.55
100억원<매수<5백억원 

Loser 3 -0.45 -0.59 -1.23 -1.19 -1.44 -2.28 -2.8 -1.31

 Winner 4 0.66 1.41 1.59 1.02 0.09 -0.12 -0.38 0.81
5백억원<매수<1천억원 

Loser 4 -0.38 -0.47 -1.84 -0.54 -3.78 -10.53 -1.03 N/A

 Winner 5 0.81 1.46 1.37 0.26 -0.32 1.06 0.11 -2.66
1천억원<매수 

Loser 5 -0.41 0.14 0.89 1.48 -0.65 -7.06 N/A N/A

 

<그림 5>에서와 같이 Day 0은 데이트레이딩기간이 0으로서, 즉 당일 매수 후 당일 모두 매

도, Day 1은 당일 매수 후 다음 날 모두 매도, Day 7은 당일 매수 후 7일째 모두 매도한 한 경우

를 의미한다. 그리고 Group1은 매수금액이 10억원 이상의 투자자 중에서 50억 미만을, Group2

는 100억원 미만을, Group3은 500억원 미만을, Group4는 천억원 미만을, Group5는 천억원 이

상의 데이트레이더의 기간별 평균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데이트레이딩 종료일별 그룹별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Day 0에서 평균수익률은 그룹1< 그

룹2 < 그룹3 < 그룹 4 < 그룹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가 작은 그룹의 데이트레이더의 손

실폭은 거래종료일이 늘어 날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이 전문데이트레이더들 중에서 외국인,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초단기매매에 의해서 이

익을 얻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표 6>에서는 각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자 별로 초단타매매

에 의한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초단기매매전략에 의한 평균수익률은 0.038%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초단기매매전략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단기매매전략에 의한 성과는 0보다 작은 것을 보이고 있다.  

   



<표 6> 투자자별 투자성과분석 

 

이 표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기간에 투자주체별의 데이트레이딩의 수익률의 계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수익률은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과 기관이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

다.  

A. 전체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t-값 

  77,426 -0.0038 -0.0025 -0.2471 0.2369 -81.25 

B. 투자주체별    

구분 투자자수 평균수익률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t-값 

개인 77,022 -0.0038 -0.0026 -0.2232 0.2011 -82.15 

외국인 57 0.0021 0.0035 -0.0827 0.0345 0.65 

기관 347 -0.004 -0.0007 -0.2471 0.2369 -2.31 

 

 

 

3.3 투자성과 지속성분석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Brown et al.(1992)와 Goetzmann and Ibbotson(1994)의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6개월 동안의 승자를 정하고 그 다음의 6개월간의 수익률을 

분석하고 있다. 승자-승자는 전의 승자가 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패자-패자는 전 기

간의 패자가 다음기간의 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승자는 이전기간에 나타나지 않

던 투자자가 승자이며, 사라진승자는 이전기간에 나타났던 승자가 다음기간 에서는 사라진 것

이다. 그리고 패자-승자는 전 기간의 패자가 다음기의 승자, 승자-패자는 이번기의 승자가 다

음기의 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적비율(Cross-Product Ration)는 반복되는 투자자들

의 비율을 반복되지 않는 투자자들의 비율 즉 (승자-승자*패자-패자)/(승자-패자*패자*승자)

의 우도비율이고 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귀무가설은 이번 기간의 성과가 다음기간의 성과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다는 거이다. 만약 우도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관계가 있게 된다. 이 논문에

서는 각각6개월간의 투자성과를 기준으로 지속성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기간 1은 

200001~200006, 1 기간 , 기간 2는 200007~ 200012월, 기간 3은 200101~200106, 기간 

4는 200107~20011 2월까지, 기간 5는 200201~ 200206, 기간 6은 200207~ 200212, 기

간 7은 200301~ 2003 06, 기간 8은 200307월~200312월까지, 기간 9는 200401~ 200406, 

기간 10은 200407월부터 200412월까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분자 1은 기간 1-2, 구분자 

2는 기간 2-3, 구분자 3은 3-4, 구분자 4는 4-5, 구분자 5는 5-6, 구분자 6은 7-8, 구분자 7 

은 8-9, 구분자 8 은 9-10이다. 

<표 7>에서의 결과들에서 기간에 구분 없이 투자자들의 성과의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  특히 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일수록 지속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투자성과의 지속성 분석 

이 표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기간에 투자성과의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승자-승자는 이전 기간

에 0보다 큰 이익을 얻은 투자자가 그 다음의 투자기간에 0보다 큰 이익을 얻는 투자자를 가리키고 있다. 사라진 

승자(패자)는 전기간에 이익(손실)을 얻는 투자자가 그 다음기간에 거래하지 않는 투자자를, 새로운 승자(패자)

는 이전 기간에 거래하지 않은 주자자가 이번 기간에 이익(손실)을 얻는 투자자들을 의미한다. 투자성과의 지속

성은 교차적 비율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승자|승자 * 패자|패자) /(패자|승자 * 승자|패자)와 같이 계산되며 

우도비비율(odds-ratio)로 계산된다. 그리고 Z-Value는 독립적 가정하에서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승자- 패자- 승자- 패자- 사라진 사라진 새로운 새로운 교차적 
포트폴리오 구분 

승자 패자 패자 승자 승자 패자 승자 패자 비율 
Z-Value

1 10,270 22,336 12,602 9,712 2,862 2,454 3,280 5,870 1.87 0.02

2 10,102 25,988 10,174 12,680 3,133 4,005 4,180 5,529 2.04 0.02

3 11,384 25,238 11,396 11,788 4,181 5,097 2,240 2,900 2.14 0.02

4 10,800 20,682 9,012 11,612 3,920 5,070 2,440 2,790 2.13 0.02

5 7,858 14,930 8,164 7,778 5,635 6,283 2,502 3,245 1.85 0.02

6 8,104 12,168 6,434 7,342 2,659 3,564 2,364 2,450 2.09 0.02

7 6,136 9,136 4,880 5,054 4,579 4,656 1,874 2,130 2.27 0.03

10억원<매수 

< 50억원 

8 5,320 7,790 4,050 4,594 2,784 2,946 1,077 1,288 2.23 0.03

1 1,778 1,732 1,078 968 275 128 412 571 2.95 0.06

2 1,798 2,114 854 1,386 459 226 422 387 3.21 0.05

3 2,122 2,060 966 1,122 470 280 286 190 4.03 0.05

4 2,070 1,676 768 1,142 489 294 219 140 3.96 0.06

5 1,448 1,218 908 786 647 360 262 256 2.47 0.06

6 1,346 984 534 744 268 230 284 194 3.33 0.07

7 1,046 768 478 530 567 304 177 117 3.17 0.08

50억원<매수 

< 100억원 

8 936 648 402 476 296 178 92 88 3.17 0.08

1 1,716 560 474 540 195 41 369 257 3.75 0.08

2 1,874 686 390 712 365 75 349 163 4.63 0.08

3 2,076 610 478 606 365 93 182 87 4.37 0.08

4 1,890 554 422 514 367 97 150 81 4.83 0.08

5 1,332 450 422 396 475 146 208 122 3.59 0.09

6 1,208 284 242 372 184 86 245 82 3.81 0.11

7 1,052 238 226 246 396 103 119 58 4.5 0.12

100억원<매수 

<5백억원 

8 996 184 192 248 174 74 56 28 3.85 0.13

1 206 24 14 26 15 1 36 13 13.58 0.4 

2 184 16 20 36 50 6 38 6 4.09 0.38

3 220 10 16 34 30 2 17 4 4.04 0.44

4 218 6 22 20 24 4 4 4 2.97 0.52

5 130 16 26 12 45 4 17 6 6.67 0.44

6 110 6 16 22 13 8 12 2 1.88 0.53

7 98 4 14 12 22 5 7 1 2.33 0.64

5백억원<매수 

<1천억원 

8 98 n/a 10 12 8 4 7 3 n/a/ n/a 

1 122 4 8 26 17 n/a 15 7 2.35 0.65

2 134 4 6 20 19 1 14 6 4.47 0.69

3 130 2 10 18 21 1 4 1 1.44 0.81

4 112 2 6 12 19 n/a 6 2 3.11 0.87

5 78 4 22 4 18 2 4 1 3.55 0.75

6 62 4 8 18 7 2 4 1 1.72 0.67

7 64 2 2 10 11 1 3 1 6.4 1.06

1천억원<매수 

8 56 n/a 2 6 11 n/a 1 n/a n/a/ n/a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를 측정하고, 또 이

익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에서

는 전문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전략이 성공적인가를 측정하는데 의의가 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를 포지션정산법 즉 제로포지션에서 다시 제로포지션이 될 때까지

의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트레이딩 혹은 유사데이트레이딩의 투자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억원 이상을 거래한 투자자 77,433명을 전문적 데이트레이더라 규정하고, 이들

의 투자성과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 중에서 투자금액이 10억원과 50억원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1그룹으로서 소규모 데이트레이더,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투자

자자들은 포트폴리오 5그룹으로서 대규모 데이트레이더에 해당된다. 소규모 데이트레이더나, 대

규모 데이트레이더 모두 승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으나, 패자들은 규모가 커

질수록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2월까지의 데이트레이딩의 거래량 비중은 엄격

한 정의에서는 약 25%정도를 확장한 의미에서는 약  40%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데이트

레이딩의 거래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엄격한 정의

에 의한 데이트레이딩의 성과에서는 낮은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룹보다는 높은 그룹에 있는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가 높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데이트레이더들의 

투자성과는 높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초단기매매투자전략의 투자평가 결과 이들이 거

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매우 적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수금액

이 증가할수록 승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과반복을 통해서 이익의 지속성을 

분석결과 우도비율(odd ratio)이 모든 그룹에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트레이더들은 초단기매매투자전략을 통해서 매우 적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투자전략은 매수금액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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