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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sample of 618 right offerings made between 2004 and 2016, this study analyzes
price adjustments on ex-right date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atio
of reference price divided by the ex-right opening price is calculated as 0.9613, price adjustment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value of preemptive rights. We also document additional price
decreases after ex-right dates. The smaller price drops on ex-right dates and delayed adjustments
are evidence of market inefficiency. Second, the listing of preemptive rights certificates makes
price adjustments on ex-right dates more efficient. Third, the abnormal return on ex-right
dates is 4.24%, which is significantly positive. Fourth, the trading strategies of purchasing
at cum-right prices, selling at ex-right prices, and purchasing new shares generate a 2.59%
return, and foreign investors are most likely to follow such trading strategies. In addition,
for the fourth quartile, which has the largest preemptive rights value, the abnormal return
on ex-right dates is 9.31%, and the trading strategy generates a 5.77% return. In summary,
although the Korea Exchange discloses a reference price for efficient adjustment, price
adjustment on ex-right dates is not efficient, thus generating profitable investment opportunities. Significant abnormal returns owing to inefficient price adjustments on ex-right dates
are partly consistent with anchoring bi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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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관한 연구*
2)

윤 평 식 (충남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을 대상으로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분석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가격을 권리락시가로 나눈 비율인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0.9613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작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권리락일에 주가가 덜 하락할수록 차후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주인수권가치 과소반영과 지연현상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둘째,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는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한다. 셋째,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은 4.24%로 매우 유의적이다. 넷째,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전략으로 투자자는 2.59%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권리부매입
권리락매도’의 패턴을 보인다. 다섯째,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주가조정이 더 작게 이루어지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가장 큰 쿼타일의 경우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이 9.31%이고 거래전략의 수익률은
5.77%이다. 요약하면, 거래소는 효율적인 주가조정을 위해 기준가격을 공시하지만, 실제로 권리락일
에서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투자기회가 발생한다. 권리락일의 비효율
적인 주가조정으로 인해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앵커링 편의로 설명된다.

핵심 단어 :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일 주가조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시장효율성,
앵커링 편의
JEL 분류기호: G14, G32, G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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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상증자(seasoned equity offerings)는 신주를 새로 발행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상장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방법의 하나이다. 유상증자의 방식에는 크게 주주
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공모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공모방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에, 선진화된 자금조달
방법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주주배정방식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Yoon, 2016b). 제3자배정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지만 주로 사모로 발행되어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동안 재무 분야의 연구에서 소외되었다.1)
미국의 경우 일반공모가 가장 많이 이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연구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제한되며, right offering과 private placement는 따로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을 방식별로 구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을
혼용하여 표본을 구성하고, 때로는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표본을 구성하기도 한다.
세 가지 발행방식은 발행방법(공모 vs 사모), 공시효과(긍정적 vs 부정적), 발행가격 결정과정,
발행 이유, 최대주주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연구는 일관성
있게,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가 공시되면 공시효과가 유의적인 음이라고
보고한다.2) 반면에 사모로 발행되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유의적인 주가상승을 야기
한다고 보고한다.3) 또한, Kim et al.(2014)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높지 않을 경우 주주배정
방식보다 일반공모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Yoon(2016a)도 미래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대주주가 신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경영자가
주주배정 방식 대신에 일반공모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이는 경영자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장에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주배정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 이외에도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그리고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이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과
차별화된다. Yoon(2019)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preemptive right

1) Kim and Moon(2010)은 제3자배정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주가급등락,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회피수단,
편법 자금조달 및 머니게임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2) Yoon(2016b)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효과를 분석한
결과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시효과가 양이지만 2002년 이후의 공시효과는 음이라고 보고한다.
즉, 3일간 누적초과수익률이 전반기에는 1.56%이지만 후반기에는 -6.56%로 보고한다.
3)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일반공모방식은 유의적인 음의 공시효과를,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비유의적인
음의 공시효과를, 그리고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 양의 공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일반공모 공시효과는 Kim and Purnanandam(2014)을 참고하고,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Eckbo and
Masulis(1995)를 참고하라.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에는 Wruck(1989), Hertzel and Smith(1993),
Barclay et al.(200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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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257건을 대상으로 차익거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공매도함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차익거래로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9.70%의
수익률(연 기준 95.69%)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됨을
의미한다고 보고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만을 대상으로 권리락일(ex-right date)의
주가조정과 투자기회를 검증한다.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은 거래소가 권리락일의 기준가격을
미리 공시한 상황에서 주가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며 또한 효율적으로 주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Kang and Stulz(1996)와 McGuinness(2001)는 각각 일본과 홍콩의 유상증자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분석한 결과 권리락일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Goyal
et al.(1994)과 Bolognesi and Gallo(2013)는 각각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권리락일 초과수익률을 보고한다.
만약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투자전략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전략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포지션으로, 권리부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하여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이후 발행가격을 납입하고
신주를 배정받아 매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에 취하는
포지션으로 권리부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권리락가격에 매도한 후 획득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는 것이다.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은 여러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5) 첫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없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주식공매도자가 신주인수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어 권리락일 이후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셋째,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신주인수권증서와 주가 간에 균형관계가 성립하며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한다. 다섯째, 비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지 않은 유상증자와 증서가 상장되는 유상증자를 구분하여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에서
두 그룹간에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코스피 132건, 코스닥
486건)을 대상으로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분석한다.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 신주인수권증서가 최초로 상장된 유상증자는 2002년 5월 7일에 공시된 신성이엔지의 유상증자이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일정 기간 권고사항이었으나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후 실시되는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의무화되었다(Yoon, 2019, 352쪽).
5) 이 부분은 Yoon(2019)의 논문을 참고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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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주가조정이 발생한다면 권리락시가가 기준가격과 동일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기준가격을 권리락시가로 나눈 비율(즉,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0.9613
으로 1% 신뢰수준에서 1과 동일함을 기각할 수 있다. 이는 주가조정이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유의적으로 작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권리락일에 주가가 덜 하락할수록 차후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주인수권가치 과소반영과 지연현상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둘째,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4개의 쿼타일(quartile)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더 작게 이루어지며(즉,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감소함) 또한 권리락일 이후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주가하락이 크다. 셋째, 권리락일
에서의 초과수익률은 첫 번째 결과와 일관성있게 4.24%이고(t-value = 16.38) 권리락일부터
+3일까지의 CAR(0, 3)는 5.73%이다. 넷째,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한 후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전략을 시행하면(투자기간 51일) 투자자는 2.59%의 수익률을 얻는다.
또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주가조정이 더 작게 이루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가장
큰 쿼타일의 경우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이 9.31%이고 거래전략의 수익률은 5.77%이다. 다섯째,
개인투자자는 ‘권리부매도 권리락매수’의 패턴을 보이고 외국인투자자는 ‘권리부매입 권리락
매도’의 패턴을 보인 반면에 기관투자자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제도는 권리락일 주가조정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데(또는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유상증자와 상장되지 않은 유상증자를 구분하여 권리락일에서의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을 비교한 결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주인수권
가치 반영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권리락일의 비효율적인 주가조정으로 인해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앵커링
편의로 설명된다(Chang et al., 2019). 앵커링 편의는 의사결정시 앵커라고 불리는 특정 값(본
연구에서는 권리부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심리적 편의이다.
본 연구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과소평가된다는 점에서 Yoon(20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작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정이 지연되는 지연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기회가 발생하며, 특히 신주인수권가치가 큰 쿼타일의 경우 주가조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전략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제도가 권리락일 주가조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결과도 추가로
보고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권리락일 주가조정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투자기회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재무이론에 공헌한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제 3장에서 표본구성,
방법론, 주주배정 방식 주요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실증 결과는 제 4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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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요약
우리나라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연구는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방식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Yoon
(2016b)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공시된 유상증자(일반공모와 주주배정방식)
3,161건을 분석한 결과,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시효과가 양이지만(CAR(0, 2) = 1.56%)
2002년부터 음으로 전환된다고 보고한다(CAR(0,2) = -6.56%). 이유는 후반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전반기 기업에 비하여 영업성과가 낮고 영업현금흐름도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으며 또한 조달한 금액 중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비율도 유의적으로
낮은 재무곤경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Lim and Yoon(2017)은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방식 1,049건 유상증자 공시 전후의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는 공시일 이전에
순매도하는데 이는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 공시전에 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한다고 추론한다.
세 방식을 통합하여 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im and Byun(2016)은
방식 구별 없이 표본을 구성한 후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유상증자 공시일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유상증자의 누적초과수익률보다 높다고
보고한다.
반면에 최근 유상증자 방식별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Yoon(2016a)은 777건의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만을 분석한 결과, 777건의 44%가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에 의해
발행되며 소액공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결과 공시일부터 상장 후 1년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이
-45%라고 보고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연구가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부정적 공시효과에 대해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공하는데 최근의 연구인 Kim and Purnanandam(2014)도 4,613건
유상증자의 2일간 누적초과수익률이 -1.97%로 보고한다(표본기간은 1982년부터 2006까지임).
Lim et al.(2019)은 제3자배정 1,796건을 분석한 결과 3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이 7.14%라고
보고하며 양의 공시효과는 모니터링가설과 보증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공시효과가 부정적인데 반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 공시효과는 미국과 유사하게 긍정적이다.6) Kim, et al.(2019)은 공시일
전후 3일 CAR이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4.90%이고 일반공모방식의 경우 -3.53%이고 제3자
배정의 경우 5.58%∼14.28%라고 보고한다.
또한 Yoon(2019)과 Yoon and Lim(2018)은 주주배정방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Yoon
(2019)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의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
신주인수권증서(preemptive right certificate) 257건을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되는

6)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양의 공시효과가 보고되기도 한다(Chung and Jeong, 2008; Yoon
et al., 2013; Kim and Byun, 2016). 이유는 일반공모와 주주배정 방식뿐만 아니라 제3자배정방식도
포함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 제3자배정의 공시효과가 양으로 매우 유의적이므로 분석에
공시효과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3자배정방식을 제외하거나 또는 증자 방식을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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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주식을 공매도함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차익거래로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9.70%의 수익률(연 기준 95.69%)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Yoon and Lim(2018)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시된 주주배정방식 91건의 공매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최종발행가격 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비정상 공매도 거래가 발생하며 비정상 공매도 거래가
발행가격 하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한편, 본 연구가 분석하는 권리락일의 주가조정과 유사한 주제가 배당락일의 주가조정이다.
배당락일의 주가조정에 관한 연구는 Woo(1993), Kim(1997), Yoon et al.(1998), Park and
Park(2011), Kim and Choi(2016), Khil and Han(201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Yoon et
al.(1998)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현금배당 1,396건을 대상으로 배당락일의 주가조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금기배당금을 이용한 주가하락비율은 1.342로 이론적인 주가하락비율인
0.785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유는 투자자가 미래 배당금을 모른 상태에서 전기 배당금을
금기배당금의 추정치로 사용하여 주가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7) 또한 Jung et al.(2002)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중심으로 배당락일과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에 반영된 세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배당락일의 주가조정과 유상증자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락일이 배당결정일보다 앞서므로 효율적인 주가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거래소가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하여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한다. 둘째, 배당락일의
주가조정은 배당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배당락일의 주가조정과 유상증자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이 모두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은 공통점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분석은 일본의 경우 Kang and
Stulz(1996)와 Goyal et al.(1994), 홍콩의 경우 McGuinness(2001),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Bolognesi and Gallo(2013)에 의해 이루어졌다. Kang and Stulz(1996)는 1985년부터 1991년
까지 일본에서 공시된 주주배정방식 28건의 경우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비유의적이라고
보고한다. 반면에 Goyal et al.(1994)은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동경주식거래소 주식 248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7.10%로
양으로 유의적이라고 보고하며 여러 가능한 이유를 검증하였지만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McGuinness(2001)는 홍콩의 주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권리락일에
초과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Bolognesi and Gallo(2013)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공시된 이탈리아주식거래소 주주배정 유상증자 70건을 분석한 결과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5.85%라고 보고한다.

7) 주가하락비율은 배당부종가에서 배당락시가를 차감한 후 이를 주당배당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론적
으로 이 비율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당시 세율에 의하면 0.7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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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연구로 주식분할일의 초과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있다. Hwang and Shin(2007)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공시된 주식분할(stock split) 131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이
양으로 유의적이고(AR = 3.18%, t-value = 4.36), 분할일(신주상장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은
양이지만 유의적이지 않다고 보고한다(AR = 1.13%, t-value = 0.74).8) 주식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일 전일에 발행기업이 분할일이 언제이며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공시한다. Maloney and
Mulherin(1992)도 주식분할일에 수익률이 1.64%이며 분할일부터 +2일까지의 수익률이 2.24%
(t-value = 7.42)라고 보고한다. 주식 분할일 초과수익률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 주식의 유동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상증자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또는 초과수익률)의 경우와
상이하다.

3. 표본구성과 연구방법
3.1 표본 구성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공시된 유상증자 중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인 주주배정방식(보다 자세하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만을 대상으로 한다.9)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한다.
(1) 금융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보통주만을 발행한 경우로 제한한다.
(2) 공시일, 권리락일, 신주상장일 전후 초과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수익률 자료가 존재한다.
(3) 공시 전년도말 기준으로 기본적인 통제변수를 구할 수 있다.
(4) 실제로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다.
(5) 권리락을 배당락과 동시에 실시하는 권배락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유상증자가 무상증자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며, 유상증자 공시후 상장일까지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감자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조건을 부여한 결과 총 618건의 주주배정방식이 확보되었다.10) 이 중에서 코스피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21%인 132건이고 코스닥기업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79%인 486건이다. 그리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경우가 66%인 407건이고, 나머지 34%인 211건은
주주배정방식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한 경우이다.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2010∼2012년 기간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건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Hwang and Shin(2007)은 분할일 이후 6일 동안 누적초과수익률이 -10.88%라고 보고한다(<표
9>로부터 저자가 계산함).
9) 주주우선공모방식은 2006년 이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10) 분석에 필요한 주가와 수익률 자료는 FnGuide에서 입수하였으며 재무제표 자료는 상장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인 TS2000에서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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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연도별 현황

연도

표본수

연도

표본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3
91
65
73
64
45
2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8
12
38
37
44
59
618

<표 2>는 표본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다. 패널 A는 유상증자기업의 총자산, 부채비율(LEV),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영업현금흐름(OCF)의 평균, 중앙값과 5퍼센타일 및 95퍼센타일을
보여준다. ROE와 OCF의 평균(중앙값)이 각각 -28.4%(-2.6%)와 -3.2%(-0.4%)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OE와 OCF를 연도별 중앙값에 대해 조정한 median-adjusted ROE와
median-adjusted OCF의 경우 0보다 높은 비율이 각각 25%와 28%일 정도로 경영성과의
악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2> 기초 통계량
총자산은 자산의 장부가치이고, LEV는 총부채를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로 나눈 값이고, 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로 나눈 값이고, OCF는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median-adjusted
ROE(OCF)는 ROE(OCF)에서 연도별 중앙값을 차감하여 구한다. 패널A에서 LEV, ROE, OCF의 경우
상하위 각 5%에 대하여 winsorization을 실시한다.

패널 A: 유상증자기업 관련 변수
구분
총자산(억원)
LEV
ROE
OCF
median-adjusted ROE
median-adjusted OCF

평균

중앙값

5퍼센타일

95퍼센타일

비율>0 비율

3,845
1.80
-0.284
-0.032
-0.352
-0.075

602
1.32
-0.026
-0.004
-0.090
-0.049

117
0.10
-2.058
-0.343
-2.127
-0.384

9,422
6.19
0.278
0.144
0.186
0.100

47%
46%
25%
28%

패널 B: 유상증자 관련 변수
구분

평균

중앙값

5퍼센타일

95퍼센타일

조달금액(억원)
할인율(%)
배정비율(%)

299
26
66

139
30
37

36
15
13

1,049
35
200

패널 B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조달금액, 할인율, 배정비율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평균 조달금액은 299억 원이고 평균 할인율은 26%이다. 그리고 배정비율의 평균은 66%이고
중앙값은 37%이다. 배정비율 66%는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신주 0.66주를 배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자기자본 대비 유상증자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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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법론
3.2.1 초과수익률
유상증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초과수익률 AR(abnormal
return: AR)은 다음과 같은 시장조정수익률모형을 이용한다.
    

(1)

단,  는  기업의  일의 초과수익률,  는  기업의  일의 수익률, 그리고  는 주가지수의
 일의 수익률이다. 시장수익률로 종합주가지수(KOSPI) 또는 코스닥지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효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결과가 동일한지 추가로 검증한다.
    
 
 

(2)


와 
 는 공시일 21일전부터 150일전까지의 일별수익률에 적용하여 최소자승법을 통해

추정한다.
그리고 사건일을 전후한   일부터   일까지의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은 다음과 같이 구하며 평균 CAR이 0과 상이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다.


     

 

  

(3)



3.2.2 거래량 분석
투자자의 거래가 정보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비정상거래량, 거래불균형, 순매수
비율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는 Lim and Yoon(2017), Yoon(2019)에서 사용한 지표와 동일하며
여기서는 방법론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비정상거래량(abnormal trading volume: ATV)은 비사건기간(유상증자 전 일정기간)의
단기 거래량을 기준으로 권리락일을 전후하여 초과거래량을 계산한다(Foster and Viswanathan,
1995; Chae, 2005). 초과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일별 거래량 TV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

여기서   는  기업의 투자자 유형  의 일의 매수거래량이고  는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
매도거래량이며, #shares는 전년도 말 기준 발행주식수이다. 여기서 투자자 유형은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세 가지이다. 그리고 TV로부터 비사건기간(유상증자 공시일
  을 차감하여 비정상거래량을 계산한다.
기준으로 -200일부터 -41일까지)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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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불균형과 순매수비율을 이용한다. 거래불균형(trade
imbalance: TI)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그리고 비사건기간 TI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거래불균형(standardized
trade imbalance: STI)을 계산한다.
  

  
  

(7)

 와    는 각각 비사건기간 TI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여기서 

그리고 순매수비율(net purchase ratio: NPR)은 다음과 같이 매수거래량과 매도거래량간의
차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 


(8)

3.3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 일정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연관된 일정은 유상증자 공시일, 1차 발행가격 공시일, 권리락일, 발행가격
확정일, 그리고 신주상장일이다. 우리 618개 표본의 경우 주요 일정간 평균 거래일(trading
day) 수는 <그림 1>과 같다(괄호안의 숫자는 중앙값임). 공시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4거래일인데, 1개월의 거래일이 평균 21일이므로 대략 2.6개월이다(중앙값은
50거래일). 세분하면, 공시일부터 권리락일까지 18거래일, 권리락일부터 최종발행가격 확정일
<그림 1> 주요 일정간 거래일수
그림은 공시일, 권리락일, 최종발행가격 확정일, 그리고 신주상장일간의 거래일수를 보여준다. 괄호안의
값은 중앙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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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20거래일, 그리고 최종발행가격 확정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 17거래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권리락일은 1차 발행가격 공시일 이틀 후이며,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거래
된다면 이는 권리락일 이후이고 최종발행가격 확정일 이전이다(신주인수권증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5일 동안 거래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폐지되면 평균 5거래일 이후에 최종발행가격이
확정됨).11) 또한 최종발행가격 확정 3거래일 이후가 청약일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시행되면서 주주배정 증자방식의 주식발행가액
결정은 특정 기준 없이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그러나 대부분의 주주배정 증자방식에서 과거 기준(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유상증자가 진행된다.
제57조에 의하면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에 결정된다. 신주배정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일이므로 결국 1차 발행가격 결정 이틀 후가 권리락일이 된다. 본 연구는
1차 발행가격이 공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4. 실증 결과
4.1 유상증자의 공시효과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는 <표 3>과 같다.12) Yoon et
al.(2017), Yoon and Lim(2018), Yoon(2019)과 일관성있게, 유상증자 공시가 장후(after
trading)에 이루어지면 익일(다음 날)을 공시일로 변경한다. 618건의 공시 중에서 장후에 공시되어
공시일이 익일로 변경된 건은 482건으로 78%에 이른다. 78%는 Yoon(2019)이 보고하는 9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이유는 Yoon et al.(2017)이 보고하듯이, 최근에 올수록 장후공시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Yoon(2019)의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임).
공시일(announcement date: AD)을 전후한 유의적인 주가반응은 -2일부터 +1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하며 가장 큰 주가반응은 공시일에 발생한다.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은 평균이 -8.98%
(t-value = -32.01)이고 중앙값은 -10.87%이다. 또한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이 0보다 큰 비율은
단 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시일을 전후한 3일간(-1일부터 +1일까지)의 누적초과
수익률은 -12.74%이고(t-value = -19.02) 0보다 큰 비율은 18%이다. <표 3>의 결과는 Yoon
(2019)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Yoon(2019)은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이 -9.98%(t-value =
-21.96)이고 3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이 -12.61%(t-value = -19.6)로 보고한다.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공시효과는 일반공모방식 또는 제3자배정방식의 공시효과와 비교
된다. 주주배정방식과 일반공모방식은 모두 공시효과가 유의적인 음(-)인데 주주배정방식
공시효과가 일반공모방식 공시효과보다 더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Yoon(2016a)은 일반공모
777건의 3일 누적초과수익률은 -4.15%이라고 보고한다. 그리고 미국 제3자배정의 긍정적
11)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다.
12) 시장모형을 적용해도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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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효과와 유사하게, Lim et al.(2019)은 우리나라 제3자배정 1,796건의 3일 누적초과수익률은
7.14%라고 보고한다.
공시일을 전후하여 12%대의 주가하락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보다 그리고 외국의 연구보다
훨씬 큰 값으로(절대값이 크다는 의미임) 우리나라에서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공시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이 표는 유상증자의 공시일(AD)을 전후한 초과수익률을 분석한다. 장후에 공시되면 익일을 공시일로
* ** ***
변경한다. 여기서 초과수익률은 시장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중앙값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한다.

공시일 기준
-5
-4
-3
-2
-1
AD 0
1
2
3
4
5

평균

t-value

중앙값

0.0025
-0.0019
0.0003
-0.0044
-0.0129
-0.0898
-0.0215
0.0009
-0.0019
-0.0001
0.0013

1.35
-1.05
0.17
-2.28**
-6.57***
-32.01 ***
-8.93***
0.48
-1.15
-0.07
0.72

-0.0043
-0.0064***
-0.0029
-0.0067***
-0.0122***
-0.1087 ***
-0.0141***
-0.0008
-0.0037***
-0.0043*
-0.0030

초과수익률>0 비율
45%
43%
46%
41%
36%
10%
36%
49%
43%
45%
46%

4.2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
4.2.1 효율적인 주가조정의 조건
유상증자 권리락일 전일에 주식을 매입하고 거래일 포함하여 3일째 되는 신주배정기준일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일)에 주주로 등록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이 부여된다. 그러나 권리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데 권리가 소멸된 후의 주가를 권리락가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권리락일에 주가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하락한다.
유상증자 전·후에 주주의 부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권리락가격(ex-right price)과 권리부가격
(cum-right price) 사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배정비율을 증자비율이라고도 함).
권리부가격+신주발행가격×배정비율 = 권리락가격×(1+배정비율)

(9)

이 식으로부터 이론적인 권리락가격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가격  차발행가격 × 배정비율
 기준가격
  배정비율

(10)

권리락일에 최종발행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차 발행가격을 이용한다. 우리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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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권리락일은 공시일로부터 18거래일 이후에 위치하며 1차 발행가격 공시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 이틀 후에 위치한다.13)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권리락일 하루 전 장후(after-trading) 시간에 권리락일이 내일이며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공시한다.14) 거래소가 공시하는 기준가격은 식 (10)에 의해 계산된 이론권리락
가격이고 이 가격이 권리락일 시초가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게 된다.15) 권리락일의 기준가격은
권리부가격, 1차 발행가격, 배정비율을 반영한다. 발행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차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이루어질 때 1차 발행가격이 공시된 상태이므로
이 가격을 이용하여 주가조정과 효율성을 검증해도 무리가 없다.16)
권리부가격(권리락일 전일의 종가)을   로, 권리락일의 시가(opening price)와 종가(closing
price)를 각각  와  로, 기준가격을  로 정의하자. 신주인수권의 가치(preemptive right
value)  는 권리부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이다.
신주인수권의 가치   권리부가격-기준가격     

(11)

<표 4>는 권리락일 전후 여러 지표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④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545원이며 이는 ⑤에 의해 권리부가격의 11%에 해당된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식 (10)과 (11)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권리부가격과 1차
발행가격간의 차이 및 배정비율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신주인수권의 가치  

배정비율 × 권리부가격  차발행가격
  배정비율

(1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로 정의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주식 1주를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아니라 주식 1주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가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정비율이 50%이고
 가 1,000원이면 보통주 1주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1,000원이고, 신주 1주를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1,000
= 2,000 원이다.
0.5

13) 앞에서 설명했듯이, 1차 발행가격은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에 결정된다. 그런데 권리락일이
신주배정기준일 바로 전일이므로 권리락일은 1차 발행가격 결정일 2거래일 후이다.
14) 거래소는 주식배당,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감자, 주식분할 등의 경우에 기준가격을 공시한다.
거래소가 기준가격을 공시하는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15) 이후 이론 권리락가격은 기준가격으로 대체하고 권리락가격은 권리락일의 실제 가격을 의미한다.
16) Yoon(2019)은 주주배정방식의 1차 발행가격과 최종발행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종발행가격이 1차
발행가격과 동일하거나 하락한 경우는 각각 46%와 44%이라고 보고한다. 이렇게 발행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10%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최종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이 최종발행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식 (10)에서 발행가격이 상승하면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하락한다. 물론 반대로 발행가격이 하락하면 기준가격이 하락하고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상승한다. 최종가격결정 방법으로 인해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크므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차후에 상승할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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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에서의 수익률은 권리락가격과 기준가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권리락일에서의 수익률    


(13)

만일 기준가격이 권리락일의 시가가 되어 거래가 시작되면    이다. 그리고 권리락일
거래시간에 체계적으로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되고 결국 식
(13)에 의해 계산된 권리락일에서의 수익률은 0과 유의미하게 상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정확히 주가(보다 정확하게 시가인  )에 반영


된다면    이어야 한다. 만약 분석 결과    의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만약 유의적으로    이면 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과소 반영된 결과이고, 반대로 유의적으로    이면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과대 반영된 결과이다.

비율  이 1보다 큰 경우가 과소반영된 결과를 의미하여 독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역수인  를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라고 정의하자(<표 4>의 ⑦).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14)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1보다 작으면(크면)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권리락일의 주가에
과소(과대) 반영된 결과이고, 반영비율이 1과 동일하면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2.2 실증결과: 주가조정의 비효율성
<표 4>의 ①에 의해    이므로 권리락일의 수익률이 4.15%이고 이는 매우
유의적이다(t-value=15.86). 그리고 ②에 의해    이므로 권리락일의 시가가
기준가격보다 4.24% 높게 출발하며(즉,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은 0.9613임)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③은 권리락일에서 시가 대비
종가의 비율이 1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①∼③은 권리락일의 수익률이 4.15%로 매우
유의적인데 이는 시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게 출발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표 4>의 ⑦에 의해 618건의 권리락일에서의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은 0.9613 또는
96.13%이다. 이는 반영되지 못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권리락시가의 3.87%임을 의미한다.
참고로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1보다 작은 비율은 83%이다.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비율)이 신주인수권가치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 보자. 여기서 이용한 신주인수권가치의 크기는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권리부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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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대적 크기이다. 상대적 크기로  를 이용한다(<표 4>의 ⑤).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크면 권리락일에 이에 상응하는 큰 폭의 주가조정이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주가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
1보다 작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만일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정확히 주가조정이 이루어지면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인  비율은 1이 된다.
<표 4> 권리락일 전후 여러 지표
  는 권리부가격(권리락일 전일의 종가),  와  는 각각 권리락일의 시가와 종가,  는 기준가격이다.
 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평균

중앙값

5퍼센타일

95퍼센타일

권리락종가/기준가격  
권리락시가/기준가격  
권리락종가/권리락시가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가치/권리부종가  
권리락종가/권리부종가   
기준가격/권리락시가 

1.0415
1.0424
0.9994
545
0.1100
0.9237
0.9613

1.0280
1.0330
0.9994
250
0.0864
0.9346
0.9680

0.9526
0.9870
0.9242
20
0.0184
0.7720
0.8724

1.1493
1.1462
1.0825
1,900
0.2967
1.0309
1.0132


<표 5>는 신주인수권가치의 상대적 크기인  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이를
 
각각 Q1(쿼타일1), Q2(쿼타일2), Q3(쿼타일3), Q4(쿼타일4)로 칭함) 각 그룹의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식 (13)에 의해  가 배정비율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 표본에서   와 배정비율간의 상관계수는 0.70이다(즉, 배정비율이 클수록 신주
인수권가치가 상대적으로 큼).   이 Q1에서 Q4로 가면서 순서대로 증가하는 것처럼,
반영비율을 의미하는  도 0.9887, 0.9732, 0.9600, 0.9231로 완벽하게 순서대로 하락한다.
모든 쿼타일(quartile)에서  이 1과 동일하다는 가설은 1% 수준에서 기각되며
 이 1보다 작은 비율은 64%∼97%에 이른다. Q1의 경우  비율의 평균은 0.9887

(t-value=-4.66)이고 1보다 작은 비율은 64%이다, 반면에 Q4의 경우  비율의 평균은
0.9231(t-value=-20.45)이고 1보다 작은 비율은 무려 97%에 이른다.17) 그룹간에  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은 1% 신뢰수준에서 기각된다. 권리락일의 시가를 이용하지 않고 종가를
이용해  을 계산하면 그룹별 평균은 각각 0.9946, 0.9797, 0.9626, 0.9184로 계산되며
(권리락일의 수익률은 각각 0.76%, 2.32%, 4.15%, 9.38%임) 네 그룹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설은 1% 신뢰수준에서 기각된다.18)

17) t검증은  에서 1을 차감한 후 이 값이 0과 상이한지를 검증한다.
18) 개별적으로 권리락일에서의 수익률은  의 역수에서 1을 차감한 값이다(식 (13) 참조). 그러나
수익률의 평균이  의 역수에서 1을 차감한 값의 평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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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지연(delay)되는 현상은 여러 연구(순이익,
IPO, 유상증자, 자사주매입 등의 공시효과)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Foster et al.(1984)은
기대외 순이익의 크기에 따라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공시효과를 분석한 결과, 포트
폴리오1을 공매도하고 포트폴리오10을 매입하는 전략으로 공시후 60일 동안 17%의 누적비정상
수익률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같은 논리로 권리락일에 주가가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하락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덜 하락한다면 권리락일 이후에 지연되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권리락일 이후의 주가하락은 권리락일 익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누적초과
수익률(  )로 측정하기로 한다(<그림 1>에 의하면 권리락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평균
거래일수는 37일임).
 의 평균은 -5.64%이고 이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권리락일에서 주가조정이 덜 이루어지고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지연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Q1에서 Q4로 가면서 순서대로  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의 마지막 열에 보고된 누적초과수익률은 -8.97%∼-3.48%
범위에 속하며 완전히 순서대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누적초과수익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만약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주가조정이 신주상장일까지
지연된다고 가정하면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과  의 합은 0과 유의적으로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19) 분석 결과, 합은 -1.40%이고 t값은 전혀 유의적이지 않다.
<표 5> 쿼타일별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는 권리부가격(권리락일 전일의 종가)이고  는 권리락일의 시가이고,  는 기준가격이다.  는
신주인수권의 가치이다.  비율은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다.  는 권리락일 익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이다.  비율이 1과 상이한지를 검증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Q1
Q2
Q3
Q4





관찰치




154
155
155
154

0.0296
0.0701
0.1065
0.2340



평균
0.9887***
0.9732***
0.9600***
0.9231***

중앙값
0.9904***
0.9735***
0.9635***
0.9188***

 <1 비율

64%
83%
89%
97%



-4.61%**
-3.48%*
-5.51%**
-8.97%***

다른 변수들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발행금액,
총자산, 배정비율, 할인율,  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19) 초과수익률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는데 권리락일의 수익률 4.15%와 초과수익률 4.24%는 거의
차이가 없고  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초과수익률을 이용하기로 한다.
초과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을 이용해도 결과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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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는 1% 신뢰수준에서 양으로 유의적이다(t-value=3.22). 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
가치 반영비율이 낮을수록  도 낮아야 하므로  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신에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인 AR0을 이용하면 이 변수도 1% 신뢰수준에서

음으로 유의적이다(t-value = -4.05). 이 경우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덜 하락한 것이고 이후에 더 많이 하락해야 하므로 AR0은 당연히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종합하면,  가 1보다 유의적으로 작게 계산되는데 이는 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작은 주가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의미한다. 또한  도
1보다 유의적으로 작은데 이는 권리락일의 수익률이 0보다 유의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권리부
종가에 비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과소조정의 정도가 더 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쿼타일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쿼타일에서 유의적인 과소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클수록  도 감소하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다.  과  간의




상관계수는 -0.50이고  과  간의 상관계수는 -0.64이다. 또한 <표 6>은 신주
 

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낮을수록(권리락일에 주가가 덜 하락할수록) 이후에 더 많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주가조정의 지연현상(delayed phenomenon)으로 이해된다.
<표 6> 회귀분석(종속변수:  )
이 표는 권리락일 익일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인  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는  대신에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AR0을 사용한다.

    총자산   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초과수익률은 시장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유의함을 의미한다.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1)
계수
절편
ln(총자산)
ln(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권리락일 초과수익률 AR0
adjusted R2
F-value

(2)
t-value
***

-0.824
0.037
-0.051
0.043
-0.277

-3.04
3.45***
-3.47***
***
4.34
-1.70*

0.862

3.22 ***
5.7%
***
8.50

계수

t-value

0.030
0.033
-0.047
0.042
-0.256

0.39
3.12***
-3.16***
***
4.35
-1.57

-0.705

-4.05 ***
6.6%
***
9.77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앵커링 편의(anchoring bias)로 설명이
가능하다. 앵커링 편의는 Tversky and Kahneman(197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는 의사
결정시 앵커라고 불리는 특정 값(먼저 입수되거나 제시된 정보 또는 수치)에 의해 의식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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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심리적 편의이다. Chang et al.(2019)은 앵커링 편의를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 적용한 결과,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이 앵커링 편의로 인해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논리를 권리락 주가조정에 적용하면, 권리부가격이 앵커(anchor)의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가 앵커인 권리부가격과 타겟(target)인 기준가격의 가중평균으로 권리락가격을 결정함
으로 인해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작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부터 초과수익률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4.3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표 7>의 패널 A는 권리락일(ex-right date: ED)을 전후한 초과수익률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래소는 권리락일 하루 전 장후(after-trading) 시간에 권리락일이 내일이며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공시한다. 권리락일에 새로운 정보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 7>의
결과는 공시효과가 아니고 예정된 주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이다.
가장 유의적인 주가상승은 권리락일에 발생한다. 권리락일에 초과수익률의 평균은 4.24%이고
(t-value = 16.38)이고 중앙값은 2.75%이며 AR>0인 비율은 71%이다.20) 또한 유의적인 주가
상승이 이후 3일간 지속되는데, 초과수익률은 각각 0.64%, 0.37%, 0.48%이며 t-value는 각각
2.83, 1.90, 2.33이다. 권리락일 포함 4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 CAR(0,3)은 평균이 5.73%이고
t-value는 11.12이고 CAR(0, 3)>0의 비율은 64%이다. 권리락일에서의 유의적인 양의 초과
수익률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다(Goyal et al., 1994; Bolognesi and Gallo,
2013).

패널 B는 신주인수권가치의 상대적 크기인  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쿼타일에
 

대한 분석이다.  이 커짐에 따라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이 1.09%, 2.48%, 4.10%, 9.31%로
 
순서대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Q1에서 Q4로 가면서 CAR(0, 3)이 2.38%, 3.28%, 4.22%,

13.08%로 커진다. 쿼타일간 권리락일 기준 CAR(0, 3)이 동일하다는 가설은 1% 신뢰수준에서
기각된다.
특히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가장 큰 Q4에서의 초과수익률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이 9.31%(t-value = 16.09)이고, CAR(0, 3)은 13.08%이고(t-value = 9.22), CAR(0,
3)>0의 비율은 78%이다(참고로 Q4의 권리락일 수익률은 9.38%임), <그림 2>는 권리락일을
전후하여 쿼타일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의 패턴을 보여준다. Q1, Q2, Q3과 비교하여 Q4의 경우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유난히 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정비율이
크면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된다.
<표 8>의 패널 A는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로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 AR0과
20)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4.24%가 권리락시가를 기준가격으로 나눈 비율 1.0424와 비슷한데
이는 우연의 일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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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을 전후한 누적초과수익률 CAR(0,3)을 사용하기로 한다.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을
이용한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 배정비율이 클수록, 할인율이 클수록, 그리고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낮을수록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Adjusted
2

R 는 35%이다. 그리고 앞의 <표 5> 및 <표 7>의 결과와 일관성있게 가장 유의한 변수는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인  이며 t-value는 -14.69이다. 두 번째 회귀분석도 할인율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패널 B는 회귀식에 사용된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AR0과 CAR(0,3)간의 상관계수는

0.60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는 초과수익률과 매우 유의적인 부(-)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즉 AR0과 -0.58의 상관계수를 그리고 CAR(0,3)과 -0.45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표 7> 권리락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이 표는 유상증자 권리락일(ED)을 전후한 초과수익률(AR)을 분석한다. 여기서 초과수익률은 시장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중앙값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한다. 패널B에서 그룹은  을 이용하여 4개의





쿼타일로 구성된다(Q1이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임).



패널 A: 권리락일 전후 초과수익률
권리락일 기준
-5
-4
-3
-2
-1
ED 0
1
2
3
4
5

평균

t-value

중앙값

AR>0 비율

0.0011
0.0002
0.0028
0.0043
-0.0045
0.0424
0.0064
0.0037
0.0048
0.0017
0.0027

0.61
0.12
1.41
2.08**
-2.05**
16.38 ***
2.83***
1.90*
2.33**
0.90
1.39

-0.0022
-0.0039
-0.0018
-0.0004
-0.0022**
0.0275 ***
-0.0023
-0.0028
-0.0029
-0.0034*
-0.0032

47%
44%
47%
49%
46%
71%
47%
46%
46%
44%
46%

Q1(n = 154)

Q2(n = 155)

Q3(n = 155)

Q4(n = 154)

0.0018
-0.0061
***
-0.0106
0.0109 ***
0.0041
*
0.0058
0.0029
0.0238 ***

-0.0011
0.0047
-0.0062
0.0248 ***
0.0024
0.0030
0.0026
0.0328 ***

0.0050
0.0037
-0.0060
0.0410 ***
-0.0008
-0.0030
0.0051
0.0422 ***

0.0055
0.0151***
0.0051
0.0931 ***
0.0201***
*
0.0089
0.0086*
0.1308 ***

패널 B: 쿼타일별 초과수익률
-3
-2
-1
ED 0
1
2
3
CAR(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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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권리락일 전후 쿼타일별 누적초과수익률
이 그림은 권리락일을 전후하여 쿼타일별로 누적초과수익률을 그린 그래프이다. 초과수익률은 시장조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을 이용하여 4개의 쿼타일을 구성한다(Q1이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임).



<표 8> 권리락일 초과수익률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 표는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AR0과 누적초과수익률 CAR(0,3)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초과수익률은 시장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유의함을 의미한다.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패널 A: 회귀분석 결과
(1) 종속변수: AR0
계수
t-value
절편
ln(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0.7694
0.0007
0.0060
0.0847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0.7876

adjusted R2
F-value

(2) 종속변수: CAR(0,3)
계수
t-value

13.93***
0.34
2.94***
2.52**

0.9134
-0.0005
0.0427
0.0036

8.15***
0.90
10.38***
0.05

***

-0.9179

-8.43

-14.69
0.35
82.70***

***

0.32
73.48***

패널 B: 상관계수 분석
AR0
AR0
CAR(0, 3)
ln(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CAR(0, 3)

0.60***
-0.03
0.30***
0.17***

-0.02
0.49***
0.05

***

***

-0.58

-0.45

ln(발행금액)

-0.01
-0.11***
0.06

배정비율

-0.01
-0.38

할인율







***

-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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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에 유의적인 양의 초과수익률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부가격(종가)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종가)에 매도하면 현금흐름은      이고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이므로 결국 투자자 포지션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15)



  이 권리락일의 수익률인데 권리락일에 유의적인 양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며 그 차이인    도 0보다 유의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서

권리락일의 수익률은 4.15%이고 <표 7>에서 초과수익률은 4.24%이다.

4.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미치는 영향
신주인수권증서(preemptive right certificate)의 상장은 2002년 신성이엔지에 의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일부 기업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의무화되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이 제도가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Yoon, 2019). 첫째, 유상증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개인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나
상장제도 도입이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권리락일 전에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반환할 수 없어 권리락일
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마감하여야 하지만 상장제도 도입이후 신주인수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어 권리락일 이후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셋째,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를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추가로 갖게 된다. 넷째,
신주인수권증서와 주가간에 균형관계가 성립하며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하며(신주인수권증서는 사실상 콜옵션이므로 콜옵션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벗어나면 차익거래가 발생함)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비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거래가 이처럼 시장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면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에 반영되는 비효율성을 감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  이고 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유상증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첫 번째 회귀식의 경우 변수만을
이용하므로 두 그룹간 차이에 대한 단일변량분석이다.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면 이는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을 1.63%포인트 상승시키며 이는 1%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이다.
반영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의 정도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회귀식은 신주발행기업의 총자산 크기, 증자규모, 할인율, 배정비율, 을
이용한다. 총자산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므로 총자산이 클수록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ln(총자산)은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반면에 투자금액,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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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비율의 경우 클수록 주가조정이 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예상과 같이, ln(총자산)은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ln(투자금액), 할인율, 배정비율은 모두 반영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갖는다. 즉, 총자산이
클수록 반영비율은 상승하지만, 발행금액, 할인율, 배정비율이 클수록 반영비율은 감소한다
(반영비율이 감소함은 신주인수권가치가 더 적게 반영됨을 의미함). 그리고 의 계수는
0.0071이고 5% 신뢰수준에서 양으로 유의적인데 이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으로 인해 신주
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0.71%포인트 상승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면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9>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의 효과
이 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총자산   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종속변수는  이다. 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예상 부호
절편
ln(총자산)
ln(발행금액)
배정비율
할인율


+
+

2

adjusted R
F-value

(1)

(2)

계수

t-value

계수

t-value

0.9561

***

0.9745
0.0087
-0.0079
-0.0121
-0.0967
0.0071

83.62***
5.50***
-3.55***
-8.50***
-3.98***
2.00 **

462.41

4.45 ***

0.0163
0.03
19.79***

0.22
35.84***

4.5 권리락일을 전후한 거래량 분석
앞에서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을 분석한 결과는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주가에 과소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권리락일을 전후하여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중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권리락일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거래하는지 투자자별 거래행태를 분석해
보자. 사용하는 지표는 Lim and Yoon(2017), Yoon(2019)과 정확히 동일하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권리락일의 비정상거래량을 보면(패널 A)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가
모두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패널 B와 패널 C의 분석은
일관성있게 권리락일에 개인투자자는 매수우위를 보이고 외국인투자자는 매도우위를 보인다.
반면에 기관투자자는 권리락일을 전후하여 거래불균형과 순매수비율이 전혀 유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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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 전후로 분석을 넓히면 개인투자자는 ‘권리부매도 권리락매수’의 패턴을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권리부매입 권리락매도’의 패턴을 보인다.
<표 10> 권리락일 전후의 거래지표 분석
이 표는 권리락일(ED)을 전후한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비정상거래량과
거래불균형 및 순매수비율의 통계량이다. 비사건기간은 유상증자 공시일 기준 -200일부터 -41일까지이다.
* **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패널 A: 비정상거래량(ATV)
권리락일 기준
-2
-1
ED 0
1
2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0.0741
0.3605***
0.3957***
0.2092
0.1332

***

외국인투자자

0.6076
0.9689***
0.6964***
0.2385***
0.1834**

기관투자자
0.1425
**
0.2479
-0.0279
-0.1777*
0.1195

개인투자자
-0.1165*
***
-0.1704
0.4898***
-0.1247
**
0.3424

외국인투자자
0.0520
***
0.2361
-0.3543***
0.1560**
***
-0.2938

기관투자자
0.0162
-0.0150
-0.0002
-0.0006
0.0000

개인투자자
-0.0389**
-0.0193
0.0484***
-0.0010
***
0.0344

외국인투자자
0.0179**
***
0.0336
-0.0428***
0.0070
***
-0.0330

0.5323***
0.7751***
0.7322***
0.5483***
0.4782***

패널 B: 일별 거래불균형(STI)
권리락일 기준
-2
-1
ED 0
1
2
패널 C: 일별 순매수비율(NPR)
권리락일 기준
-2
-1
ED 0
1
2

4.6 비효율적 주가조정으로 인한 투자기회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 4.24%는 투자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가? 권리락일의
수익률은 기준가격을 이용하며 주가조정을 반영하는 수익률이므로,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하여 4.24%의 초과수익률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1)
그렇다면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먼저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투자자는 권리부
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즉,
21) 만약 권리락일 이후 주가와 발행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대략적으로 4.24%의 초과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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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행가격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신주를 신주상장일 이틀 전에 매도할 수 있다.
매도 시점을 신주상장일 이틀 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상장 이틀 전이 신주를 매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주를 청약한 투자자가 이틀 후인 상장일까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를 권리공매도라고 함). 한편, Yoon(2016a)은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상장일 이틀 전에 3.88% 하락한다고 보고한다. <표 4>의 ③에 의해 권리락시가에 매도하든
권리락종가에 매도하든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를 시행할 때 권리락종가를 이용하기로 한다.
첫 번째 거래 전략의 수익률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권리락종가  신주상장일 이틀전 종가 × 배정비율

권리부종가  최종발행가격 × 배정비율

(16)

<표 4>의 ⑥은 투자자의 매도가격이 매입가격의 92%임을 보여준다. 즉, 주식의 매매에서
8% 손해를 보지만 대략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하게 되므로(<표 2>에서 할인율의
평균은 26%이고 중앙값은 30%임) 투자자는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22)
정부는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주인수권의 상장을 의무화
하였으며 최소 5거래일동안 거래되도록 요구하였다. 만약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신주인수권
증서(preemptive right certificate)로 거래되면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첫날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률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권리락종가  신주인수권증서가격 × 배정비율

권리부종가

(17)

ret1과 ret2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11>에 보고되어 있는데 ret1의 경우 평균은 2.59%이고
이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value = 4.24). 이는 51일 기준이므로 이를 연 기준으로 전환하면
2.59%×

365
= 18.54% 이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직접 매도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익률인
51

ret2의 성과는 전혀 유의적이지 않다. ret2가 계산되려면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거래되어야
하며 이 경우 표본수는 197개로 감소한다.23) ret2의 평균은 0.59%(t-value = 0.86)이고 중앙값은
-0.80%이다.24) 신주인수권증서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의 수익률이 낮게 나온 현상은 Yoon(2019)의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다. Yoon(2019)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
22) 권리락일 이후에도 초과수익률이 +3일까지 유의적이므로 투자자는 권리락일에 매도하는 것보다
+3일에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3)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격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구입하였다.
2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이 신주상장일보다 앞서므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에 ret2가 0보다
크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고 ret2가 0보다 작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ret1을 실현하는 상황의존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률의 평균은 1.95%이고
(t-value = 2.98)이고 중앙값은 0.62%이며 수익률이 0보다 큰 비율은 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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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거래된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과소평가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는 전략이 유의적인 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표 11> 권리락일을 전후한 투자전략의 수익률
ret1과 ret2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권리락종가 신주상장일 이틀전 종가×배정비율

권리부종가 최종발행가격×배정비율

 

권리락종가 신주인수권증서가격×배정비율

권리부종가

여기서 51일은 권리락일부터 신주상장일 이틀 전까지의 달력일수이고, 22일은 권리락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까지의 달력일수이다.

관찰치
투자기간(달력일)
평균(t-value)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ret1
n = 618
51일
0.0259(t = 4.24)
0.0052
2.6346
-0.3167

ret2
n = 197
22일
0.0059(t = 0.86)
-0.0080
0.9121
-0.3026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4개의 쿼타일로 나누어 거래전략 수익률인 ret1을 분석해 보자.
<표 12> 패널 A의 첫 번째 줄에 제시된 Q1에서 Q4의  의 비율은 <표 5>에 제시된
값이다. 이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에서 신주인수권가치가
반영되는 비율이 작음을 의미한다. 즉, 권리락일 시가가 기준가격까지 하락하지 못하고 높게
형성되므로 주가조정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Q4의 0.9231은 기준가격이 권리락일
시가의 92.31%임을 의미한다. 쿼타일별 ret1의 평균과 중앙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 제시되어
있다. Q1에서 Q4로 가면서 순서대로 ret1이 0.61%, 1.80%, 2.21%, 5.77%로 증가하며 Q1을
제외하고 모두 1%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이다. Q4의 5.77%는 51일에 대한 수익률이므로(<표
365
11> 참조) 이를 1년 기준으로 전환하면 5.77%×
= 41.30% 이다.25)
51
본 논문은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런
비효율성은 정보비대칭이 심한 소기업의 경우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 B는 쿼타일별로
평균 총자산 규모, 조달금액, 할인율, 배정비율(증자비율)을 보여주는데, Q1이 대기업 중심으로
조달금액이 가장 크고 할인율과 배정비율이 가장 작다. 반면에 Q4는 소기업 중심으로 조달금액이
가장 작으나 특히 배정비율이 가장 크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소기업에서
25) Yoon(2019)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 세 가지를 분석하였으며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의 수익률의 평균이 -2.12%라고 보고한다. 이 경우 수익률은
‘상장일종가×(1+배정비율)’을 ‘공시일 전일 종가 + 최종발행가격×배정비율’로 나눈 후 1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수익률은 공시일의 주가하락(<표 3>에 의하면 대략 -12%대임)을 반영하므로, 주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계산된다. Yoon(2019)의 ret3은 주주가
공시일을 기준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의 수익률인 반면에, 본 논문의 ret1은 권리락일 중심으로
비주주가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의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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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특히 소기업인 Q4의 경우 비효율성이 심각함) 이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26)
<표 12> 쿼타일별 투자수익률 추정
투자수익률 ret1은 식 (16)에 의해 계산하며,  는 권리락일의 시가이고  는 기준가격이다. 쿼타일
* ** ***
(quartile)은 신주인수권가치의 상대적 크기인   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중앙값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한다.

패널 A: 쿼타일별 ret1
전체


ret1

평균
중앙값

0.9613***
0.0259***
***
0.0052

그룹별
Q1
0.9887***
0.0061
0.0006

Q2
0.9732***
0.0180***
**
0.0121

Q3
0.9600***
0.0221***
**
0.0072

Q4
0.9231***
0.0577***
**
0.0085

패널 B: 쿼타일별 발행내역
전체
총자산(억원)
조달금액(억원)
할인율(%)
배정비율(%)

3,845
299
26
66

그룹별
Q1
7,204
393
23
33

Q2
3,546
285
27
37

Q3
3,692
323
28
48

Q4
940
196
28
146

5. 결론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코스피 132건, 코스닥
486건)을 대상으로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분석한다. 거래소는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일에 기준가격을 공시하지만, 본 연구는 시장에서 주가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중요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락일에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면 권리락시가가 기준가격과 동일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권리락시가를 기준

가격으로 나눈 비율  이 1.0424로 1% 신뢰수준에서 1과 동일함을 기각할 수 있다. 이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작게 주가조정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증거로 해석된다. 과소반영되는 경우 비율이 1보다 작게 계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를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로 정의하였으며 우리 표본에서 평균 0.9613이다(이 비율이 1과
26) 신주인수권가치 대신에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을 이용하여 4개의 쿼타일로 나누고 Q1과 Q4를
비교한 결과(반영비율의 평균은 각각 0.90과 1.01임),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Q4는
기업규모가 크고 발행비율이 작으며 ret1이 전혀 유의적이지 않으며 이런 결과는 <표 12> Q1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주가조정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Q1은 기업규모가 작고
발행비율이 높으며 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크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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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면 정확하게 주가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임).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권리락일의 주가에
96.13% 반영됨은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3.87% 과소평가됨을 의미한다.
둘째,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4개의 쿼타일(quartile)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클수록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더 작게 이루어지며(즉,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감소함), 특히 Q4의 경우 이 비율이 0.9231이고 1보다 작은 경우는 97%이다. 또한
권리락일에 주가가 덜 하락할수록, 권리락일 이후부터 신주상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데 이는 주가조정(주가하락)이 지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셋째, 권리락일에서의 초과수익률은 첫 번째 결과와 일관성있게 4.24%이고(t-value = 16.38)
권리락일부터 +3일까지의 CAR(0,3)는 5.73%이다. 특히 Q1과 Q4를 비교하면 권리락일의
초과수익률은 각각 1.09%와 9.31%이고, CAR(0,3)도 각각 2.38%와 13.08%이다.
넷째,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이 1보다 작으므로 거래 전략은 권리부가격에 매입하고
권리락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으면 투자수익률은 2.59%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신주인수권증서로 매도하면 투자수익률은 유의적이지 않다. 특히 Q4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전략의 수익률은 5.77%이며(51일 기준) 이는 1년 기준으로 41.30%에 이른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는 전략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법으로 의무화된 2013년 이후
가능한데, 투자수익률이 유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Yoon(2019)이 보고하듯이 신주인수권증서의
가격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투자자는 ‘권리부매도 권리락매수’의 패턴을 보이고 외국인투자자는 ‘권리부매입
권리락매도’의 패턴을 보인 반면에 기관투자자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신주
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는 권리락일 주가조정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데(또는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유상증자와 상장되지 않은 유상증자를 구분하여
권리락일에서의 신주인수권가치 반영비율을 비교한 결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이 신주인수권
가치 반영비율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권리락일에 주가조정이 이루어질 때, 권리락가격이 권리부가격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의 가치
만큼 충분히 하락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초과수익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앵커링 편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앵커링 편의는 의사결정시 앵커라고 불리는 특정 값(본 연구에서는 권리부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심리적 편의이다.
본 연구는 주주배정방식만을 연구 대상으로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을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권리락일에서의 주가조정이 신주인수권의 가치보다 작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연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리락일의 주가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거래전략이 가능하며, 특히
신주인수권가치가 큰(다시 말해서 배정비율이 큰) 쿼타일의 경우 주가조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전략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권리락일 주가조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결과도 보고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권리락일 주가조정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투자기회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제도가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최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재무이론에
공헌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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