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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한국증권시장은 2000년 5월 22일부터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일

시적으로 장을 종료하고 동시호가로 오후시초가를 결정하는 거래제

도를 폐지하고 연속매매로 거래를 체결시켰다. 이 논문은 이 장중

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시장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시장효율성은 Cohen et al.(1983a,1983b)이 제시한 개

별지수수익률과 지수수익률 간의 가격동시성과 수익률의 측정구간

의 관계를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시장베타와 R2로 측정하였다. 실증

결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 시장전체의 거래효율성은 향상되었

다. 유동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로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의 시장효율성은 향상되었으나 가장 낮은 

유동성 그룹의 시장효율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Amihud et 

al.(1997)의 상대적수익률분산도(RRD)를 사용하여 시장효율성을 측

정하였다. RRD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에 시장전체의 거래효

율성은 높아졌으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시장효율성은 감소하였다. 

장중동시호가폐지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으나 가장 유동

성이 낮은 그룹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중동시

호가의 폐지는 전제시장의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키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장중동시호가의 매매체결시스템이 시장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리종목과 같이 비대칭정보가 높은 시장인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장중동시호가를 여러 번 시행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함이 

접속매매보다 시장효율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거래효율성

을 향상시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증권시장들이 효율적인 가격발견을 위해 거래제도를 변경하였다. 증권시장에서 중

요한 제도변경 중의 하나가 집중매매(call market) 1로부터 연속매매(continuous 

auction), 혹은 연속매매로부터 집중매매로 거래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두 제도의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거래자들이 즉시 거래할 수 있는 연속매매와 달리 집

중매매는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특정시간에 일괄적으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 거래방법은 시장의 가격불확실성이 높을 때 효율적인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받

아들여진다. 그러나 집중매매는 일정시간 주문을 모아 거래를 체결시키므로 거래

자들은 거래를 즉시 체결할 수 없어 가격은 시장정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 그

러므로 집중매매는 유동성이 높거나 거래빈도가 많은 종목들에서는 접속매매보다 

열위에 있다. 1990년 이후로 집중매매와 접속매매 간의 거래제도 변경이 증권시

장에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 논문은 제도

변경 중에서 장중의 동시호가를 폐지하고 접속매매로 거래제도의 변경이 증권시

장의 거래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연속매매에서 집중매매로의 전환은 가격이 불확실성

이 크거나 시세조종의 가능성 등과 같은 특정한 이유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집중매매는 전일의 장을 마감 이후의 정보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시초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가격 등과 같이 시세조종의 가능성이 있는 종가, 가격불확실

성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시장전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이후의 

가격결정 등에 사용된다. Madhavan(1992)은 가격불확실성이 높은 증권시장에서 

연속매매에 의해 가격발견에 실패해도 집중매매는 일정시간 동안 거래자들로부터 

주문을 통해 시장정보를 수집하므로 가격발견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실험시장

분석으로 Schnitzlein(1996)은 정보거래자들은 비정보거래자들로부터 얻는 이익

이 접속매매 보다 집중매매에서 낮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였다.  

1990년 이후로 많은 증권시장이 집중매매를 도입하여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

였다. Nasdaq은 딜러들이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호가주도시장으로부터 집중

매매로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였다. Paris Bourse, 토론토증권거래소 등 많은 증

권시장들도 집중매매로 종가 혹은 시초가를 결정하도록 거래제도를 변경하였다. 

연속매매에서 집중매매로 전환이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실증분석으로, Pagano, 

Schwartz(2003)는 Paris Bource에서 종가도입이 시장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으며, Chelley-Steeley(2009)는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종가도입이 시초가와 

                                          
1 집중매매(call market)는 시장설계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Economides, Schwartz(1995)는 

집중매매를 가격탐색경매(price scan auction), 밀봉경매주문(sealed bid/ask auction), 교차네트

웍경매(crossing network), 공개주문원장경매(open order book auction)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

은 집중매매 중 주문의 시간우선 적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집중매매 중에 시간우선을 배제하면 

동시호가, 시간우선을 적용하면 단일가매매로 구분하였다.  



종가의 효율성을 높이며,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보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집

중매매도입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Lauterbach(1999)는 텔아비브증권시장(TSE)

에서 집중매매로 거래제도를 변경한 주식들이 유동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집중매매에서 연속매매로 거래제도변경은 주로 장중시간의 거래가 변경되었다. 

Amihud et al.(1997)은 텔아비브증권거래소(TSE)에 대해 연속매매로 이전한 주식

들의 유동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Muscarella, Piworwar(2001)은 Paris Bourse에

서 연속매매로 변경 후에 거래빈도가 높은 주식은 유동성과 가치가 향상되나 반

대로 거래빈도가 작은 종목들은 가치와 유동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Kalay et 

al.(2000)은 연속매매로 이전 후에 거래량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 논문은 한국증권거래소를 대상으로 장중동시호가를 폐지하고 연속매매로 이

전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한국증권거래소는 2000년 5월 22일부터 12시부터 13

시까지의 오후장의 시초가를 결정하는 장중동시호가를 폐지하고 9시부터 12시까

지의 연속매매를 연장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거래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논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인 시장상황하에 장을 일시적으

로 정지시키는 장중동시호가가 증권시장의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중거래정지들은 주로 정보비대칭이 높을 때에 한해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Corwin, Lipson(2000)은 NYSE를, Christie et al.(2003)은 Nasdaq의 

거래정지를, Goldstein, Kavajecz(2004)는 극심한 변동성이 있는 서킷브레이커를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Amihud et al.(1991)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오후장 동시호가

에 의한 가격이 하루 중에 가장 작은 변동성임을 보였다. 이 논문은 장중동시호

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거래정지가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하

는가를 이해하는 한 예를 제시한다.  

둘째, 대부분의 증권시장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많다. 2  증권시장설계자나 

학계의 중요한 관심중의 하나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의 가격발견 메커니즘을 찾

는 것이다. Muscarella, Piworwar(2001)와, Chelley-Steeley(2009) 등은 거래제

도가 유동성에 따라 증권시장에 다른 영향을 주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증

권시장과 같이 시장조성자 없이 거래자들의 주문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주문주도

시장에 대해 어떤 매매체결메커니즘이 효율적인 가를 이해하는 것은 시장설계측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예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증권은 2009년 4월부터 시장불

확실성이 큰 관리종목을 장중거래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집중매매로 거래를 체

결시킨다.  장중동시호가에 대한 실증근거가 필요하며 이 논문은 그러한 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집중매매와 연속매매 간에 시장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부는 장중

집중매매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정지시켜 정보가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가격왜곡

이 일어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한다. 다른 측은 집중매매

                                          
2 엄경식 et al.(2005)은 2004년에 상위 200종목이 총거래량 중에서 91%를, 총거래대금 중에

서 82%를 차지하였으며, 하위 500종목은 총거래량 중에서 1.9%를, 총거래대금에서는 

4.61%임을 보였다. 이 결과는 상당수의 주식들이 유동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 연속매매보다 시장전체의 정보를 누적하므로 정보비대칭을 줄여 보다 원활한 

거래가 일어남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실증결과들은 유동성이 낮은 주식은 집중매

매가 타당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은 연속매매가 우월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기존의 실증결과들과 일관되는 결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질에 미치는 효과

들을 실증분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연

구들이 부족한 것은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기 보다 자료의 부족하거나 이

러한 사건이 희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를 대상으로 장

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

해 본 연구는 실시간 자료인 서울대학교의 IFB/KSE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장

중동시호가 거래제도변경이 증권시장의 질 즉 거래효율성과 시장효율성, 변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효율성은 Cohen et al.(1983a,1983b)의 

가격동시성과 수익률의 측정구간의 관계를 가지고 시장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장

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 전체시장의 거래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유동성으로 그룹

별로 시장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의 

시장효율성은 증가하나 가장 낮은 유동성을 가진 그룹의 시장효율성은 낮아졌다. 

Amihud et al.(1997)의 상대적수익률분산도(RRD)를 사용하여 시장효율성을 측정

하였으며, 분석결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에 전체시장효율성은 높아지나 가

장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시장효율성은 감소하였다. 장중동시호가폐지 이후에 변

동성은 감소하나 가장 유동성이 낮은 그룹의 변동성은 증가하였다. 이 논문에서

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전제시장의 시장효율성을 증가시키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장중동시호가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시장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관리종목과 같이 비대칭정보가 높은 시장인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장

중동시호가를 여러 번 시행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함이 접속매매보다 시장효율적

인 가격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절. 시장구조와 연구방법 

 

1. 시장구조 

 

한국증권거래소(KSE)3는 시장조성자 없이 거래자들의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

는 주문주도시장이다. 이 논문의 연구기간 중에 거래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

전동시호가로 시초가를 결정하였고, 9시 이후로 연속매매로 거래를 체결시키며, 

14시 50분부터 15시까지 장마감동시호가로 종가를 결정하였다.  시간외시장은 

15시 1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운영하였다. 2000년 5월 19일까지 12시부터 13

                                          
3 본 연구대상기간은 한국증권거래소(KSE)이므로 논문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시 사이에 장중동시호가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 5월 22일부터 장중동시호가를 

폐지하고 연속매매로 거래를 체결하였다.  

연구기간 중에 동시호가 중 주문의 우선순위는 매수(매도)주문은 가장 높은(낮

은) 매수(매도)가격을 가지는 주문을 먼저 체결하는 가격우선을 시행하였고, 주문

들 중에서 가격이 같으면 주문의 수량에 비례하여 동시호가의 거래를 체결시켰다. 

연구대상기간 중에는 체결시스템에 먼저 입력된 주문을 먼저 체결 시키는 시간우

선은 적용되지 않았다.4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의 IFB/KS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5 이 데이터베

이스는 각 일별로 하루 중의 모든 주문과 체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장중

동시호가의 가격 등과 같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일중 13시의 코스피지수값은 

서울대학교 IFB/KSE선물옵션으로부터 구하였다. 시장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

별자료는 FnGuide에서 구하였다.  

연구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하였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일인 

2000년 5월 22일 기준으로 이전 250일과 이후 250일을 연구대상 기간으로 선정

하였다. 이 기간 중에 주식분할이 있거나 하루 중에 13번의 동시호가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관리종목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결과적으로 451개의 기업을 

선택하였고, 유동성에 따른 시장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거래금액으로 5개의 그

룹으로 나누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Cohen et al.(1983a,1983b)과 Pagano, Schwartz(2003)의 방법을 

사용하여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시장마찰요인이 줄어들수록 개별주식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동시성

(synchronicity)이 증가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즉 어떤 제도변화로 

시장마찰요인이 줄어들면 시장모델을 사용하여 개별주식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동시적인 관계를 측정한다. 그리고 지수수익률과 개별수익률의 동시성이 증가하

면 시장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한다.  

Cohen et al.(1983a, 1983b)은 어떤 제도가 증권시장의 질을 향상 시켜 개별

주식과 시장수익률이 동기화가 되면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수정된 R2 는 제도변

경 이전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주장하였다. 실제자료들은 시장지수보다 거

래빈도가 적은 주식이 많아 시장수익률과 시차를 가진다. 유동성이 적은 개별

                                          
4 2001년 9월 3일에 집중매매에서 수량우선을 폐지하고 시간우선으로 교체하였다. 즉 가격우

선 이후에 가격이 같으면 시간우선의 순으로 거래를 체결시켰다.  
5 이 지료는 1993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중에서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6 관리종목은 이 연구대상기간 중에 30분 간격의 동시호가로 체결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에 

동시호가를 폐지하고 연속매매로 거래를 체결시켰다. 



주가수익률과 시장수익률에 대한 시차는 주식의 베타값은 낮추고 R2 값을 감소

시킨다.  

Cohen et al.(1983a,1983b)은 이러한 분석을 위해 두 단계(two pass)로 시장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첫번째 단계(first pass)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식 (1) 

의 시장모델을 주식별로, 제도변경 전후로 나누고 수익률의 추정구간별로 나누

어 각각 계수를 추정한다. 이 연구는 식(1)은 연구대상기업인 451개이고, 수익

률의 추정구간은 1일부터 12개의 추정구간의 수익률을 구하였다. 이러한 회귀

식을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전후의 기간에 대해 계수를 구하였다. 구한 식의 계

수의 수는 451*2*12개가 될 것이다.  

 

          ijk ijk ijk mijk ijkR R e , j 1...12 i 1...451 k 1,2                      (1) 

 

식 (1)에서 Rijk는 t일의 i번째 주식의 j측정구간의 개별수익률이고, k는 장중동

시호가의 폐지 이전과 폐지 이후를 표시한다. Rmjk는 t일의 i번째 j수익률측정구간

의 시장수익률이다. 개별종목들의 수익률과 지수수익률의 비동시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장수익률은 높은 유동성이 있는 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수익률

(KOSPI)을 사용하였다. 지수수익률과의 비동시성은 베타의 하향편의를 가지며 장

기보다는 단기간에서 비동시성을 왜곡시키게 된다. Schwartz(1991)는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무한대로 갈수록 진정한 베타에 가까워 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변경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제도변경 이후에 시장

마찰요인이 높아지면 개별주식들의 수익률과 시장수익률간에 시차(time lag)가 발

생한다.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넓어질수록 시장마찰요인과 가격불확실성이 복합적

으로 표시되어 개별주식과 지수수익률의 관계를 왜곡시키나 단기수익률이 장기수

익률에 비해서 동시성의 왜곡이 커진다. 수익률 측정구간을 높임에 따라서 식 (1)

로부터 구한 계수들과 측정구간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장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Cohen et al.(1983a,1983b)은 제시한 두번째 

단계(second pass)의 식은 다음과 같다.  

 

1 1
ijk i i j i k i k j ijkc b ln(1 L ) f (dummy ) d (Dummy ln(1 L )) e         

  (2)
 

 

식 (2)에서 βijk는 주식 i의 식(1)로부터 구한 베타추정치이다. 측정구간은 Lj로 

표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 수익률의 측정구간 L과 베타간에 선형관계가 필

요하다. Fung et al.(1995)은 측정구간과 베타와의 선형관계를 얻는 방법으로 

1ln(1 L ) 을 제시하였고, 이 논문은 이 변수를 사용한다. ci는 베타의 수준이며, Lj

은 수익을 계산하는 j의 보유기간 즉 수익률의 측정구간이다. 변수 1
jln(1 L ) 는 

시차변수의 길이를 변환시켜 장중동시호가 폐지에 따른 베타에 대한 측정구간과

의 관계를 표시한 변수이다. bj는 수익률의 측정구간과 베타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계수이다. 수익률측정구간이 상승할수록 베타가 증가하므로 bi는 측정구간이 길어

질수록 음의 값을 가진다. Dummyk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전은 0을, 이후 기

간은 1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이다. 계수 fi는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의 베타변화

를 추정한다. 장중동시호가 이전의 베타수준은 ci이며,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의 

베타수준은 i i(c f )  이다. 만약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증권시장의 질이 향

상 되면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i i ic c f                        (3) 

 

 id 는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의 베타추정치와 수익률측정구간의 관계를 표시한 

계수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질을 향상시키면 개별주식수익률은 

단기간의 구간에서 지수와 동시성이 높아져 id 는 양의 값을 가진다. 이 것은 베

타의 기울기이며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전의 계수는 id 이고, 폐지 이후의 계수는 

i i(b d ) 가 된다. 베타기울기는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전과 이후의 구간효과를 추

정하는 계수이고,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다음을 만족한다. 

    

 i i i(b ) (b d )                      (4) 

 

장중동시호가 폐지가 증권시장의 설명력을 높였는가를 보기 위해 식 (1)로부터 

수정R2 를 구하였다. 만약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개별주식의 변동을 설명하는 부

분이 증가하면 개별주식의 수익률은 지수수익률과 동시성이 증가한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식 (3)을 추정하였다.  

 

2 1 1
ijk i i j i k i k j ijkAdjRsq g h ln(1 L ) t (Dummy ) s (Dummy ln(1 L )) u       

  (5)
 

 

2
ijkAdjRsq 는 주식 i의 식 (1)의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수정R2추정치이며, 수익률

의 측정구간은 j로 표시한다. gj는 수정R2추정치의 수준이며, hi는 수정R2추정치와 

측정구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수이다.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늘어날수록 수정

R2가 증가하므로 이 계수값은 음이 될 것이다. ti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의 

수정R2R2의 변화를 추정한 계수이고 만약 시장의 질이 향상되면 양의 값을 가진

다. si는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 수정 R2 와 추정구간과의 관계를 설명한는 계수

이다. R2절편은 다음과 같이 폐지이전은 gi와 폐지 이후는 (gi+ti)추정하고, 수정R2

기울기는 폐지이전은 ih 와 폐지 이후는 i i(h s ) 로 추정한다. 장중동시호가의 폐

지로 시장효율성이 향상되면 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i i ig (g t )                               (6) 

i i i(h ) (h g )     

  

이 연구는 다른 시장효율성의 측정치로 Amihud et al.(1999)이 제시한 수익률

분산분포(RDD: relative return dispersion)를 사용한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마찰요인이 작아지면 시장효율성은 높아진다. 즉 시장이 효율적일수록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잔차의 값은 작아진다. 이들은 시장모델이 설명하고 남은 

잔차의 자승의 합이 작아짐을 예측하였다. 일별수익률에 대해 상대적수익률분산

도(RRD)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n
2
ikt

i 1
ktRRD

n






                        (7) 

RRDk는 각 기업들의 식 (1)로부터 구한 잔차를 제곱하여 이를 표본수로 나누

어 구한다. 이를 장중동시호가의 전후로 나누어 구하였다. RRD는 표본의 횡단면 

변화를 설명하는 측정치이다. 이 측정치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효율

성이 증가하면 RRDk는 감소한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변동성은 

시초가-시초가 수익률과 종자-종가 수익률, 시초가-13시 수익률, 13시가격-종가 

수익률, 전일종가-시가 수익률의 분산을 측정하였다. 이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전후로 구하여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만약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의 질을 향상시켰다면 변동성을 작게 할 것을 예측하였다.  

 

3절.  실증결과  

 

<표 1>은 Cohen et al. (1983a, 1983b)의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첫 단계(first 

pass)의 결과이다. 먼저, 시초가의 사전에서 베타값은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늘어

날수록 베타가 증가하였다.  수익률의 측정의 1일 구간에서 베타는 0.68이고, 12

일 구간은 0.73으로 측정간격에 대해 단조적으로 증가하며, 수정R2 도 0.1에서 

0.16로 역시 단조증가 하였다. 시초가 사후의 베타는 사전베타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수정R2 는 단조증가 하였다.  

이 논문의 중요한 관심사인 장중동시/13시가격의 베타는 장중동시호가 기간 동

안에 단조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역시 이 시간에 수정R2 도 단조증가 하지 않았

고 사후베타도 단조증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R2 는 단조증가 하였으며, 사전

기간 보다 유의적으로 수정R2 가 증가하였다.  

종가는 시초가와 마찬가지로 베타가 사전기간에 측정구간에 따라 단조증가 하

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짥은 수익률 측정기간은 베타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나 



측정구간이 늘어날수록 베타는 비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에 유의하게 수정R2 가 증가하였다. <표 1>의 결과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을 높여주었다.  

 

                     <표 1> 첫번째 회귀식 –First Pass 

<표 1>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hen et al. 

(1983a, 1983b)의 첫번째 pass를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Rijk는 t일의 i 

ijk ijk ijk mijk ijkR R e , j 1...12, i 1...451, k 1,2                       

번째 주식의 j일별구간의 수익률이고, k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전과 폐지 이후를 표시한다. 

Rmjk는 t일의 i번째 j일별구간의 시장수익률이다. 구간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은 하루

수익률 즉 전일과 오늘의 수익률이고, 구간 12는 당일가격과 12이전의 가격과의 수익률이다. 

여기서 장중동시호가폐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면 베타는 사전보다 증가할 것이고, 가

격동시성이 높아져 시장마찰요인이 감소하므로 수정RSQ값도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  

항목 구간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베타 

1 계수 0.68 0.76 0.08 0.75 0.72 -0.03 0.63 0.70 0.07 

1 T-값 58.52 49.84 6.70 70.87 53.51 -3.00 59.77 49.97 6.65 

2 계수 0.73 0.76 0.03 0.72 0.73 0.01 0.65 0.70 0.04 

2 T-값 64.45 49.46 2.53 64.94 49.49 0.79 61.32 46.59 3.56 

5 계수 0.76 0.79 0.03 0.73 0.76 0.03 0.71 0.75 0.05 

5 T-값 60.86 41.95 1.54 57.29 41.04 1.99 57.64 39.67 2.73 

10 계수 0.76 0.75 -0.01 0.72 0.73 0.01 0.72 0.71 -0.01 

10 T-값 49.92 31.37 -0.44 46.86 31.96 0.65 47.78 29.99 -0.26 

12 계수 0.73 0.70 -0.03 0.69 0.67 -0.02 0.69 0.66 -0.03 

12 T-값 42.91 27.20 -1.20 40.18 27.65 -0.65 41.62 25.89 -1.21 

수정RSQ 

1 계수 0.10 0.19 0.08 0.15 0.19 0.04 0.12 0.18 0.06 

1 T-값 25.65 27.71 17.79 35.85 30.49 9.92 29.35 29.76 14.02 

2 계수 0.12 0.19 0.07 0.14 0.19 0.05 0.13 0.19 0.05 

2 T-값 30.06 29.05 14.31 33.20 30.37 10.55 31.85 29.35 11.02 

5 계수 0.14 0.22 0.08 0.15 0.22 0.08 0.14 0.22 0.08 

5 T-값 31.79 29.56 11.85 31.46 29.79 11.71 32.02 29.33 11.67 

10 계수 0.16 0.24 0.08 0.15 0.24 0.09 0.15 0.23 0.08 

10 T-값 29.25 26.76 10.03 28.21 26.63 10.89 29.04 26.09 9.71 

12 계수 0.15 0.22 0.07 0.15 0.22 0.08 0.15 0.22 0.07 

12 T-값 26.87 24.70 8.61 25.89 24.26 8.98 26.80 24.04 8.12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유동성에 따라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거래대금으로 그룹을 나누어 첫번째 단계의 회귀식으로부터 베타와 수정R2

를 구하였다.<표 2>은 그룹별로 나눈 베타들과 측정구간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측정구간 1일을 살펴보면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베타가 증가하였다. 시초가의 예

에서 시장규모가 작은 <그룹 1>은 계수가 0.49이고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진 그

룹은 0.96이며, 장중동시/13시와 종가도 같은 결과였다. 기존의 예측과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시장수익률과 시차가 있어 단기간의 수익률의 왜곡이 커져 

베타가 감소하였다. 특히 시장규모가 작을수록 이 베타의 왜곡현상이 커졌다. 측



정구간이 1일에서 <그룹 1>은 시초가는 비유의적으로 증가하나 장중동시/13시는 

베타가 시장규모가 작아질수록 가격왜곡현상이 증가하였다.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5일에서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초가에서 시장규모가 작은 그룹들이 베타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며, 시장규모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베타가 증가하였다. 장중동

시/13시가격에서 시장규모가 작은 그룹들은 유의적으로 베타가 감소하여 다른 그

룹에 비해 시장효율성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수익률의 측정기간이 넓어짐에 따라 

비유동성종목과 유동성종목들이 베타에 대해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에

서 장중동시호가폐지 이후에 시장베타의 분석으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비유동

성종목들의 시장효율성은 감소하나 유동성종목들의 시장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장중동시호가가 비유동성종목은 접속매매에 비해 집중매매가 시장효율적

을 높이는 시장설계라는 기존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표 3>은 그룹별로 나누어 수정R2 값과 수익률의 측정구간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일별구간 1일의 수익률에서 시초가는 장중 동시호가의 폐지의 사전과 사후 

모두 단조적으로 증가하였다. 시장규모가 클수록 측정구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감소하였다.  시장규모가 작을수록 측정구간이 크게 시장효율성에 영향을 주었다. 

장중동시호가/13시는 즉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전과 이후에 시장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 1>이 유의적을 감소하나 다른 그룹은 유의적으로 수정R2 가 증가하였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가장 시장규모가 적은 <그룹 1>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매우 이례적이다.   

종가에 대한 수정R2 도 장중동시/13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가장 유동성이 적은 <

그룹 1>만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유동성이 높

은 종목들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 시장효율성이 증가하였다.  

<표 4>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익률의 측정구간이 길수록 수정R2 가 증가하

였다. 그러나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에 가장 유동성이 낮은 <그룹 1>은 시장효

율성이 감소하였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시장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것

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전체를 효율화하나 시장유동성이 가장 낮은 종목 

만은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표 4>는 Cohen et al. (1983a, 1983b)의 두번째 PASS의 결과들이다. 이 식은 

첫번째 Pass에서 구한 베타와 수정R2를 측정구간과의 관계를 통해 시장효율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는 베타절편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사후베타는 사전베타보다 증가할 것이다.  <표 

4>에서 시초가에서 베타절편은 사전기간은 0.77이고 사후기간은 0.76이고 비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장중동시/13시가격은 베타절편은 비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종가는 비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베타절편으로 살펴본 효율성에서 장중동시

호가의 폐지 이후에 장중동시/13시가격의 시장효율성을 향상되었다.   



                                           <표 2> 첫번째 단계의 BETA값 

<표 2>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베타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Cohen et al. (1983a, 1983b)의 첫번째 pass를 추정하

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Rijk는 t일의 i번째 주식의 j일별구간의 수익률이고, k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전과 폐지 이후를 표시한다. Rmjk는 

t일의 i번째 j일별구간의 시장수익률이다. 구간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은 1일 수익률 즉 전일과 오늘의 가격으로 구한 수익률이고, 구간 12는 

당일가격과 12이전의 가격과의 수익률이다.          
ijk ijk ijk mijk ijkR R e , j 1...12, i 1...451, k 1,2                       

여기서 장중동시호가폐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면 베타는 장중동시호가 폐지이전보다 증가한다. 이 결과로 가격동시성이 높아져 시장마찰요인

이 감소하여 수정RSQ값도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 그룹은 사전기간에 대해 푱균거래대금으로 그룹을 5개로 구분하였다. 

그룹일별
그룹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일별 
그룹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구간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구간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1 

1 
계수 0.49 0.51 0.02 0.56 0.51 -0.05 0.47 0.47 0.00 

  

4 
계수 0.81 0.91 0.09 0.78 0.88 0.10 0.75 0.87 0.12 

T-값 23.97 23.04 0.95 29.37 24.80 -2.18 28.26 24.62 0.15 T-값 32.60 24.17 2.39 32.01 23.38 2.54 31.61 22.95 3.01 

2 
계수 0.57 0.61 0.04 0.66 0.60 -0.06 0.52 0.59 0.07 

5 
계수 0.99 1.16 0.17 0.97 1.12 0.15 0.93 1.13 0.20 

T-값 36.02 27.36 1.80 43.36 30.28 -3.08 26.97 28.04 2.96 T-값 31.71 28.84 4.14 30.43 28.17 3.79 30.49 27.51 4.79 

3 
계수 0.65 0.69 0.04 0.73 0.67 -0.06 0.60 0.64 0.04 

10 

1 
계수 0.59 0.38 -0.21 0.55 0.37 -0.17 0.56 0.35 -0.21 

T-값 33.15 30.31 1.62 45.55 30.34 -3.33 39.89 29.13 1.99 T-값 25.21 8.51 -4.37 23.39 8.13 -3.55 24.88 7.73 -4.35 

4 
계수 0.74 0.86 0.12 0.81 0.81 -0.01 0.68 0.78 0.10 

2 
계수 0.67 0.54 -0.13 0.62 0.53 -0.10 0.63 0.50 -0.13 

T-값 36.41 32.91 4.96 44.57 32.96 -0.36 39.11 31.30 4.72 T-값 25.89 16.15 -3.47 24.37 15.64 -2.58 24.83 15.47 -3.42 

5 
계수 0.96 1.13 0.16 0.99 1.02 0.03 0.89 1.03 0.14 

3 
계수 0.73 0.64 -0.08 0.68 0.65 -0.03 0.69 0.60 -0.08 

T-값 44.15 34.39 5.43 46.09 33.19 1.00 43.08 31.66 4.94 T-값 29.85 17.30 -2.02 28.64 18.04 -0.85 27.69 16.72 -2.01 

2 

1 
계수 0.55 0.53 -0.02 0.52 0.51 -0.02 0.50 0.46 -0.03 

4 
계수 0.81 0.93 0.12 0.76 0.91 0.15 0.76 0.89 0.12 

T-값 28.00 21.84 -0.81 28.27 22.84 -0.80 30.30 21.75 -1.36 T-값 22.35 21.63 2.34 20.73 21.24 2.93 21.24 20.91 2.50 

2 
계수 0.63 0.63 -0.01 0.63 0.60 -0.03 0.56 0.58 0.02 

5 
계수 0.99 1.25 0.25 0.97 1.19 0.23 0.95 1.21 0.26 

T-값 36.34 26.36 -0.24 39.34 26.90 -1.16 27.35 26.85 0.87 T-값 24.58 23.70 4.24 23.95 25.79 4.35 23.61 23.06 4.46 

3 
계수 0.71 0.69 -0.02 0.70 0.67 -0.02 0.63 0.62 0.00 

12 

1 
계수 0.56 0.31 -0.25 0.52 0.29 -0.23 0.54 0.28 -0.26 

T-값 38.19 28.71 -0.94 39.25 27.53 -0.99 38.75 23.62 -0.08 T-값 23.03 6.20 -4.83 20.95 5.74 -4.22 22.29 5.47 -4.83 

4 
계수 0.79 0.86 0.07 0.77 0.80 0.04 0.69 0.78 0.09 

2 
계수 0.62 0.47 -0.15 0.58 0.45 -0.13 0.58 0.43 -0.15 

T-값 36.10 30.93 2.49 39.21 28.37 1.37 36.82 29.12 3.46 T-값 21.30 13.56 -3.67 20.43 12.89 -3.19 20.56 12.95 -3.74 

5 
계수 0.97 1.11 0.14 0.96 1.04 0.08 0.89 1.03 0.14 

3 
계수 0.68 0.58 -0.09 0.63 0.58 -0.06 0.64 0.54 -0.10 

T-값 40.88 32.66 4.29 40.30 30.97 2.44 39.21 30.70 4.57 T-값 25.72 15.32 -2.15 23.89 15.59 -1.29 24.12 14.78 -2.24 

5 

1 
계수 0.58 0.52 -0.06 0.54 0.49 -0.04 0.53 0.48 -0.05 

4 
계수 0.78 0.89 0.10 0.74 0.87 0.13 0.75 0.85 0.10 

T-값 29.41 15.81 -1.93 26.12 15.30 -1.37 29.49 14.90 -1.58 T-값 18.48 20.06 1.88 17.01 19.41 2.23 17.83 19.39 1.85 

2 
계수 0.69 0.64 -0.05 0.65 0.61 -0.04 0.63 0.60 -0.03 

5 
계수 0.99 1.23 0.24 0.96 1.17 0.21 0.95 1.21 0.25 

T-값 31.23 20.88 -1.45 30.01 20.20 -1.17 29.56 20.00 -0.97 T-값 22.18 21.00 3.59 21.43 24.46 3.70 21.82 20.42 3.83 

3 
계수 0.75 0.72 -0.02 0.71 0.71 -0.01 0.69 0.68 -0.01                

T-값 34.55 21.91 -0.71 34.41 21.67 -0.16 31.33 20.73 -0.15 



 <표 3> 첫번재 단계의 ADJRSQ값 

표 2>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정R2r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Cohen et al. (1983a, 1983b)의 첫번째 pass를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Rijk는 t일의 i번째 주식의 j일별구간의 수익률이고, k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전과 폐지 이후를 표시한다. Rmjk는 t일의 

i번째 j일별구간의 시장수익률이다. 구간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1은 1일 수익률 즉 전일과 오늘의 가격으로 구한 수익률이고, 구간 12는 당일

가격과 12이전의 가격과의 수익률이다.          
ijk ijk ijk mijk ijkR R e , j 1...12 i 1...451 k 1,2                       

여기서 장중동시호가폐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면 수정R2는 장중동시호가 폐지이전보다 증가한다. 이 결과로 가격동시성이 높아져 시장마찰요

인이 감소하여 수정R2는 증가할 것을 예측한다 그룹은 사전기간에 대해 평균거래대금으로 그룹을 개로 구분하였다. 

일별 

구간 
그룹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일별

구간
그룹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1 

1
계수 0.05 0.06 0.01 0.08 0.07 -0.01 0.07 0.07 0.00 

 

4
계수 0.15 0.28 0.13 0.15 0.28 0.13 0.14 0.28 0.14 

T-값 11.60 14.14 2.93 15.13 14.30 -1.75 12.29 13.39 -0.07 T-값 16.30 19.64 9.20 16.00 18.91 8.89 16.11 19.33 9.48 

2
계수 0.07 0.11 0.04 0.11 0.12 0.01 0.09 0.12 0.04 

5
계수 0.23 0.40 0.18 0.23 0.40 0.17 0.22 0.40 0.18 

T-값 16.24 16.76 7.14 21.36 17.91 1.37 18.54 17.10 5.86 T-값 17.98 27.95 11.66 17.93 29.94 11.81 17.59 27.63 11.71 

3
계수 0.08 0.15 0.06 0.13 0.17 0.04 0.10 0.16 0.06 

10

1
계수 0.11 0.08 -0.02 0.10 0.08 -0.02 0.11 0.08 -0.03 

T-값 15.80 20.60 9.24 23.95 20.03 4.67 19.26 19.51 7.30 T-값 14.73 9.08 -2.36 13.89 8.95 -1.94 14.72 8.99 -2.67 

4
계수 0.11 0.24 0.12 0.16 0.23 0.08 0.13 0.22 0.10 

2
계수 0.13 0.13 0.00 0.13 0.14 0.01 0.13 0.13 0.00 

T-값 15.59 21.69 12.12 22.62 21.18 7.58 17.36 21.08 10.21 T-값 13.87 10.90 0.12 13.16 10.42 0.76 13.41 10.36 0.00 

5
계수 0.21 0.38 0.16 0.25 0.35 0.10 0.22 0.34 0.12 

3
계수 0.14 0.20 0.06 0.13 0.20 0.07 0.14 0.19 0.05 

T-값 19.45 26.11 13.49 24.21 25.61 8.80 19.61 23.95 9.38 T-값 13.86 13.68 3.47 13.49 13.67 4.22 13.73 12.90 3.13 

2 

1
계수 0.07 0.07 0.00 0.08 0.07 -0.01 0.08 0.07 -0.01 

4
계수 0.15 0.31 0.16 0.15 0.31 0.17 0.15 0.30 0.16 

T-값 13.57 14.20 0.33 13.81 13.64 -1.39 13.87 12.83 -1.92 T-값 13.79 19.28 9.13 13.34 18.46 9.04 13.52 18.42 8.93 

2
계수 0.09 0.12 0.03 0.11 0.13 0.02 0.10 0.12 0.02 

5
계수 0.25 0.46 0.21 0.24 0.46 0.22 0.24 0.45 0.22 

T-값 16.89 16.05 3.80 18.25 16.63 1.95 17.74 16.53 2.83 T-값 16.57 27.87 11.11 16.25 28.69 11.66 16.15 27.12 11.18 

3
계수 0.11 0.16 0.05 0.12 0.17 0.04 0.12 0.16 0.04 

12

1
계수 0.10 0.08 -0.02 0.10 0.07 -0.02 0.10 0.07 -0.03 

T-값 17.38 19.16 6.51 18.93 19.22 5.24 18.16 18.34 4.71 T-값 13.90 8.65 -2.64 12.96 8.33 -2.50 13.76 8.51 -3.14 

4
계수 0.13 0.25 0.12 0.15 0.23 0.09 0.13 0.23 0.10 

2
계수 0.12 0.12 -0.01 0.12 0.12 0.00 0.12 0.11 -0.01 

T-값 16.73 20.64 10.31 18.53 19.24 7.41 17.28 19.80 8.96 T-값 12.34 9.61 -0.36 11.74 9.12 -0.06 12.02 9.23 -0.65 

5
계수 0.21 0.37 0.15 0.23 0.35 0.11 0.22 0.35 0.12 

3
계수 0.13 0.18 0.04 0.13 0.17 0.05 0.13 0.17 0.04 

T-값 19.58 25.82 12.00 21.16 26.03 9.47 19.66 24.27 9.41 T-값 12.60 11.89 2.64 12.23 11.72 2.98 12.52 11.32 2.23 

`5 

1
계수 0.09 0.08 -0.01 0.09 0.09 -0.01 0.10 0.09 -0.01 

4
계수 0.15 0.30 0.15 0.15 0.29 0.15 0.15 0.29 0.14 

T-값 15.96 10.69 -0.86 14.56 10.63 -1.15 15.48 10.75 -1.15 T-값 12.73 17.29 7.83 12.13 16.56 7.62 12.49 16.61 7.61 

2
계수 0.12 0.14 0.02 0.13 0.14 0.02 0.12 0.14 0.02 

5
계수 0.25 0.45 0.20 0.25 0.46 0.21 0.25 0.45 0.20 

T-값 15.40 13.76 1.63 15.27 13.73 1.52 15.37 13.66 1.72 T-값 16.14 26.13 9.74 15.74 26.41 10.12 15.75 25.37 9.73 

3
계수 0.13 0.19 0.06 0.13 0.19 0.06 0.13 0.19 0.06               

T-값 16.48 17.05 4.84 16.23 17.27 5.03 16.47 16.09 4.25               



베타기울기는 음의 값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역시 장중동시/13시가격만이 유의

적으로 시장효율성을 높았다. 시초가와 종가의 베타기울기는 양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은 시장효율성이 낮아졌다. 수정R2로 살펴보면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정R2기울기 모두 유의적으로 시장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결론적으로 장중동시호가는 시장전체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표 4> 두번째 단계의 전체결과-Second Pass 

 

<표 4>는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시장베타와 수정R2와 수익률의 추정과의 관계를 이

용하여 시장효율성이 증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실증결과이다. 첫번째 단계로부터 구

한 시장베타와 R2를 종속변수로 하여 수익률측정구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사용하여 시장효율성을 측정한다. 이 구간에서 ci와 gi 는 베타와 R2의 수준이다.  fi

와 ti는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를 표시하는 계수이다. 만약 장중동시호가로 시장이 효

율적이라면 사전베타와 사후베타를 비교하여 효율성을 측정한다. 사전베타는 ci, 사

후베타는 (ci + fi) 이고, 사후값이 클 때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시장효율성이 증가

한다. R2도 베타와 같이 사전수준 gi 와 (gi+ti)를 비교하여 사후수준이 크면 시장이 

효율적이다.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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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기울기와 R2기울기는 측정구간과 베타는 양의 관계를 가져 ln(1+L-1)과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di와 si는 사후기간의 베타기울기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에 시

장이 효율적이면 베타기울기는 –(bi)>-(bi+hi)를 만족하여야 한다. R2기울기는-(hi)>-

(hi+si)이다. 
  

구분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베타절편 
계수 0.77 0.76 -0.02 0.71 0.74 0.03 0.73 0.72 -0.01 

T-값 49.82 31.46 -0.67 45.28 31.09 1.26 47.74 29.86 -0.38 

베타기울기 
계수 -0.11 0.02 0.13 0.05 -0.01 -0.06 -0.15 -0.02 0.13 

T-값 -4.96 0.67 3.70 2.10 -0.42 -1.69 -6.83 -0.89 3.62 

R2 절편 
계수 0.16 0.24 0.08 0.15 0.24 0.09 0.16 0.24 0.08 

T-값 29.63 26.97 9.54 27.26 26.31 10.89 29.03 26.09 9.49 

R2기울기 
계수 -0.09 -0.10 -0.01 -0.01 -0.10 -0.09 -0.05 -0.10 -0.05 

T-값 -12.57 -11.97 -1.24 -1.60 -10.43 -7.26 -7.39 -11.16 -3.88 

 

<표 5>는 유동성으로 나누어 Cohen et al. (1983a, 1983b)의 두번째 PASS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중의 하나는 유동성이 작은 종목

들의 시장효율성을 낮아졌다는 점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는 유동성이 적은 종

목 즉 <그룹 1>의 시초가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에서 베타절편은 감소하고 

수정R2 를 감소하였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클수록 유의적으로 시장효율성을 높이

고 있다.  

Cohen et al. (1983a, 1983b)의 방법으로 시장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장중동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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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그룹별로 분리한 2단계 검증결과 
<표 5>는 시장모델로부터 구한 시장베타와 수정R2와 수익률의 추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시장효율성이 향상하는가를 실증분석의 결과표이다. 첫번째 단

계로부터 구한 시장베타와 R2를 종속변수로 수익률의 측정구간(L)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사용하여 시장효율성을 측정한다. 식의 계수에서 ci와 gi 

는 베타와 R2의 수준이다. fi와 ti는 장중동시호가 폐지를 표시하는 더미변수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이후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사전베타와 사후베타를 

비교하는데, 사전은 ci, 사후는 (ci + fi) 이고 사후값이 클 때 시장효율성이 증가한다. R2도 베타와 비슷하게 사전수준 gi 와 (gi+ti)를 비교하여 사후수준이  

크면 시장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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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와 si는 사후기간의 베타기울기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 이후에 시장이 효율적이면 베타기울기는 –(bi)>-(bi+hi)를 만족하고, R2기울기는-(hi)>-(hi+si)
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룹은 사전기간의 평균거래대금으로 나누었다. 

 

그룹 구분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그룹 구분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1 

베타 계수 0.60 0.40 -0.20 0.54 0.38 -0.16 0.56 0.36 -0.20 

4 

베타 계수 0.82 0.93 0.11 0.75 0.91 0.16 0.78 0.90 0.12 

절편 T-값 26.33 8.60 -4.21 22.92 7.94 -3.13 25.35 7.76 -4.09 절편 T-값 22.56 20.75 2.12 20.38 19.98 3.05 21.72 19.97 2.28 

베타 계수 -0.15 0.25 0.39 0.01 0.27 0.26 -0.15 0.23 0.38 베타 계수 -0.11 -0.14 -0.03 0.07 -0.20 -0.27 -0.15 -0.20 -0.05 

기울기 T-값 -3.63 3.30 4.49 0.16 3.52 2.86 -3.43 3.07 4.23 기울기 T-값 -1.78 -2.93 -0.43 1.16 -3.93 -3.48 -2.69 -4.41 -0.65 

R2 계수 0.11 0.09 -0.02 0.10 0.09 -0.02 0.11 0.09 -0.03 R2 계수 0.16 0.32 0.16 0.14 0.31 0.17 0.15 0.31 0.16 

절편 T-값 15.49 9.04 -2.38 13.84 8.61 -1.76 15.11 8.87 -2.57 절편 T-값 13.90 18.58 8.67 12.57 17.55 8.90 13.45 17.93 8.68 

R2 계수 -0.10 -0.05 0.06 -0.04 -0.03 0.02 -0.07 -0.03 0.04 R2 계수 -0.06 -0.15 -0.08 0.02 -0.15 -0.17 -0.03 -0.16 -0.12 

기울기 T-값 -9.61 -3.33 3.52 -3.53 -1.69 0.99 -5.55 -2.25 2.06 기울기 T-값 -4.11 -7.58 -3.28 1.15 -7.11 -6.21 -1.99 -8.02 -4.68 

2 

베타 계수 0.69 0.55 -0.14 0.62 0.53 -0.09 0.65 0.51 -0.14 

5 

베타 계수 1.00 1.23 0.24 0.96 1.20 0.24 0.96 1.22 0.26 

절편 T-값 25.34 15.61 -3.42 23.29 14.55 -2.16 24.58 14.83 -3.50 절편 T-값 23.60 23.83 3.96 22.85 25.13 4.49 23.22 23.28 4.36 

베타 계수 -0.15 0.15 0.30 0.05 0.15 0.10 -0.19 0.16 0.35 베타 계수 -0.06 -0.23 -0.18 0.03 -0.32 -0.35 -0.13 -0.35 -0.23 

기울기 T-값 -3.43 3.10 4.80 1.22 2.91 1.56 -4.06 3.46 5.46 기울기 T-값 -0.89 -3.74 -1.99 0.46 -6.63 -4.92 -2.17 -5.46 -2.64 

R2 계수 0.14 0.14 0.00 0.13 0.14 0.01 0.14 0.14 0.00 R2 계수 0.25 0.46 0.21 0.23 0.46 0.23 0.24 0.46 0.23 

절편 T-값 14.11 10.83 -0.01 12.85 10.11 0.79 13.49 10.24 -0.15 절편 T-값 16.04 27.48 10.62 15.26 28.74 11.78 15.58 27.28 11.15 

R2 계수 -0.11 -0.05 0.06 -0.03 -0.03 0.00 -0.08 -0.02 0.06 R2 계수 -0.06 -0.17 -0.10 0.01 -0.22 -0.23 -0.03 -0.22 -0.19 

기울기 T-값 -8.16 -2.74 2.83 -2.21 -1.35 0.07 -5.46 -0.96 2.53 기울기 T-값 -3.17 -8.92 -3.72 0.27 -11.71 -8.08 -1.34 -12.02 -6.71 

3 

베타 계수 0.74 0.66 -0.09 0.67 0.66 -0.02 0.70 0.62 -0.09   

절편 T-값 28.90 16.58 -1.98 26.71 16.96 -0.41 26.40 16.07 -1.92 

베타 계수 -0.11 0.07 0.18 0.08 0.05 -0.03 -0.15 0.05 0.20 

기울기 T-값 -2.35 1.43 2.50 1.80 1.04 -0.49 -3.37 1.20 3.09 

R2 계수 0.15 0.20 0.06 0.13 0.20 0.07 0.14 0.19 0.05 

절편 T-값 13.87 13.53 3.23 12.66 13.28 4.10 13.42 12.74 2.87 

R2 계수 -0.09 -0.09 0.00 -0.01 -0.06 -0.05 -0.06 -0.06 0.00 

기울기 T-값 -6.05 -4.65 0.03 -0.51 -2.84 -1.98 -3.88 -3.38 -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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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의 폐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유동성이 높은 종

목은 유의적으로 시장효율성을 높였다.  

 

<표 6> 상대적수익률분산도(RRD)분석 

<표 6>은 RRD에 의한 시장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Amihud et al.(1999)가 

제시한 방법으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하여 시장마찰요인이 작아지면 시장모델의 설명

력은 높아질 것이다. 즉 시장모델의 잔차가 감소할 것이다. 이 잔차의 자승의 합을 구

하고 이들 관찰치의 수로 나누어 RRD를 구한다. 만약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시장이 

효율적이면 RRD 값은 사전보다 작아질 것이고,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사전의 

RRD 값보다 크거나 같아질 것이다.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n

2
kt ikt

i 1

RRD / n


 
 

그룹   
시초가 장중동시/13시가격 종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전체 
계수 0.38 0.40 0.02 0.25 0.19 -0.06 0.26 0.29 0.03

T-값 21.53 5.07 0.26 49.38 33.68 -11.33 14.85 4.23 0.37

1 
계수 0.42 0.53 0.11 0.27 0.28 0.02 0.25 0.32 0.08

T-값 24.19 4.60 0.99 26.38 17.07 1.20 26.26 4.91 1.23

2 
계수 0.41 0.32 -0.09 0.24 0.20 -0.05 0.31 0.20 -0.10

T-값 7.73 12.79 -1.88 22.29 17.20 -5.09 3.97 11.38 -1.33

3 
계수 0.39 0.39 0.01 0.25 0.18 -0.08 0.26 0.30 0.03

T-값 15.46 3.75 0.06 23.41 15.81 -8.09 12.95 2.96 0.33

4 
계수 0.41 0.22 -0.19 0.25 0.16 -0.09 0.29 0.16 -0.13

T-값 6.66 18.28 -3.20 20.43 17.09 -9.18 7.78 18.60 -3.73

5 
계수 0.29 0.56 0.28 0.22 0.14 -0.08 0.22 0.47 0.25

T-값 19.14 1.54 0.75 19.67 18.91 -8.38 22.37 1.47 0.78

 

<표 6>은 Amihud et al.(1999)이 제시한 수익률분산분포(RDD: relative return 

dispersion)결과이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마찰요인이 감소하면 시장

모델을 사용하여 보다 잔차를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의 분산도가 감소할 

것을 예측한다. 전체종목의 시초가에서 RRD는 0.38에서 사후 0.4로 증가하나 유

의적이지 않았고, 장중동시/13시가격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종가의 RRD는 증가하나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것은 위의 방법

과 일관되게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결과와 일치한다.  

유동성으로 그룹을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시장규모가 작은 <그룹 1>은 시초가

에서 RRD는 비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장중동시/13시가격과 종가도 비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중동시/13시가격에서 다른 그룹들은 유의적으로 RRD를 감

소시켰다. <그룹 1>을 제외하고 시초가나 종가에서 RRD를 감소시켰으나 일관성

을 가지고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했다. <표 6>은 유동성이 가장 적은 <그룹 

1>을 제외하고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

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표 7> 변동성분석  

<표 7>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변동성분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초가-

시초가 수익률, 종가-종가 수익률 등을 장중동시호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산을 

구하고, 이들의 횡단면평균을 비교하였다.  전체 기업과 그룹으로 구분하여 장중동시

호가의 폐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주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룹은 사전기간의 평균거

래대금으로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룹  
시초가-시초가 종가-종가 시초가-13시가격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전체 
변동성 0.40  0.34  -0.06 0.27 0.23 -0.04 0.47 0.39  -0.07  

T-값 48.32  29.08  -5.41 48.03 27.35 -4.85 51.85 31.56  -6.41  

1  
변동성 0.44  0.45  0.01 0.26 0.29 0.02 0.46 0.51  0.05  

T-값 26.27  13.53  0.56 28.17 13.53 1.35 27.36 14.24  1.79  

2  
변동성 0.40  0.34  -0.06 0.26 0.22 -0.04 0.46 0.39  -0.07  

T-값 19.29  16.03  -3.38 15.48 16.43 -2.65 20.13 16.43  -3.59  

3  
변동성 0.40  0.32  -0.08 0.28 0.22 -0.05 0.48 0.37  -0.11  

T-값 22.71  11.46  -3.01 23.59 10.55 -2.62 24.80 12.68  -4.00  

4  
변동성 0.41  0.28  -0.13 0.29 0.20 -0.09 0.49 0.33  -0.16  

T-값 18.51  21.35  -6.69 19.90 21.35 -7.91 20.71 21.62  -8.16  

5  
변동성 0.36  0.32  -0.04 0.28 0.24 -0.04 0.44 0.37  -0.07  

T-값 25.47  11.32  -1.47 29.73 9.57 -1.53 26.27 13.11  -2.71  

그룹 
 

13시가격-종가 종가-시초가    

사전 사후 차이 사전 사후 차이 

전체 
변동성 0.37  0.30  -0.07 0.44 0.37 -0.07 

T-값 49.74  30.22  -6.74 45.64 28.72 -5.51 

1  
변동성 0.35  0.38  0.03 0.45 0.49 0.04 

T-값 29.59  14.29  1.42 24.48 12.97 1.22 

2  
변동성 0.36  0.28  -0.07 0.42 0.36 -0.06 

T-값 17.89  17.21  -3.87 17.79 15.03 -2.78 

3  
변동성 0.37  0.28  -0.09 0.45 0.34 -0.11 

T-값 23.85  11.87  -3.82 21.73 11.08 -3.52 

4  
변동성 0.39  0.26  -0.13 0.46 0.32 -0.15 

T-값 20.28  20.39  -8.35 17.70 19.35 -6.59 

5  
변동성 0.37  0.30  -0.07 0.43 0.37 -0.06 

T-값 25.29  11.31  -2.66 23.16 12.19 -2.10 

 

변동성분석을 하였다. 시초가-시초가의 변동성은 전체적으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이전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나 유동성이 적은 <그룹 1>은 오히

려 변동성이 증가하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시장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 1>의 변동성만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런 변동성의 변화가 다른 그룹

에서 감소하는 데 불구하고 <그룹 1>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며 장중동시호가의 



폐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이었다.  

 

4. 결론 

 

이 논문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장중동시호가의 폐지가 증권시장의 시장효율성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시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개별주식수익

률과 시장수익률과의 동시성을 높이는 Cohen의 방법과 상대적인 주식수익률본포, 

그리고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는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면에서 시장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시장규모가 

매우 큰 종목들의 효율성보다는 중간규모에 속하는 종목들의 시장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Cohen et al.(1983a,1983b)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전체시장은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효율성은 증가하였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베타는 

증가하였으며, 수정 R2의 값이 증가하여 횡단면적인 설명력을 높여주었다. 유동성

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동성이 가장 낮은 그룹은 전체시장과 달리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로 인해 시장효율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베타가 높아졌으며 수정R2의 값이 증가하였다.  

 수익률의 상대적수익률분산도(RRD)를 사용하여 시장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로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에 시장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나 시장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은 시장효율성을 낮추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종가-종가 수익률의 분

산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장중동시호가 폐지 이후에 유의적으

로 시초가-시초가 등의 시장변동성을 낮아졌다. 역시 시장규모가 가장 낮은 그룹

은 모든 변동성 즉 시초가-시초가 변동성, 종가-종가 변동성 등에서 비유의적으

로 변동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은 유의하게 대부분의 변동성을 유

의적으로 낮추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는 증권시장 전체의 효율성

을 높였다. 그러나 장중동시호가의 폐지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종목과 같이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장중동시호가를 여러 번 시행

하여 보다 시장효율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이 

사건이 한번이어서 이 결과들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른 그룹들과 달리 시장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여러 

측정방법에 의해서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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