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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의 유무만을 

보이는 것에 을 맞추었으며,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에게 매수 의도를 갖도록 하는지, 

혹은 매도 의도를 갖도록 하는지에 해서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로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로서 주식 게시물 수를 온라인 구 활동

정도로 보았으며, 매수  매도 거래행태로서 주문불균형을 주식투자자의 거래방향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의 장내  장외 주식게시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실증분석을 하여, KOSPI에 상장된 40개 주식종목에 한 온라인 주식시 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체 게시물 46,077개를 수집하 고, 코스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주식 종목에 한 

매수  매도 주도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거래횟수 주문불균형 데이터를 설정하 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종목  시간에 따른 균형 패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 고, 패  벡터자기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주식게시 의 1, 2일 (t-1, t-2) 장내 게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주식게시 의 1일 (t-1) 장외 

게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식투자자에게 주로 주식매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졌으며,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감성(strong buy or buy sentiment)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재무행태학 부문의 학술 , 실무  기여 을 제시한다.

키워드 : Online Stock Message Boards, Order Imbalance, Stock Trading Behavior, Individual Investors, 

VAR

1)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60940).



김  모․박 재 홍

24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8, No.2

Ⅰ. 서  론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심사에 따라 세분화, 문화 되었다(Armstrong 

and Hagel, 2000; Rheingold, 1993). 온라인 가상 커

뮤니티인 온라인 주식게시 은 주식에 심이 있

는 사람들이 주식투자 정보  주식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Kim et al., 2014). 오늘날 

온라인 주식게시  이용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많은 연구자들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

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 지 까

지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는 주식시장 활동에 향을 미치거나(Antweiler 

and Frank, 2004; Sabherwal et al., 2008; Wysocki, 

1998), 혹은 주식시장 활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Das et al., 2005; Tumarkin and Whitelaw; 2011) 

연구결과로 이분화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주식게

시  역할인 주식투자 정보제공  주식투자 경험

공유의 정도에 따라 그 향 유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Kim et al., 2014). 즉,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식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Antweiler and 

Frank, 2004; Bagnoli et al., 1999; Bollen et al., 2011; 

Tumarkin and Whitelaw, 2011; Wysocki, 1998).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만약 주식투자

자들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주식투자자들은 주로 

어떠한 거래행태를 보이는가?’라는 의문을 제기

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면, 온

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식투자자에게 매수 의

도를 갖도록 하거나, 는 매도 의도를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온라

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의 유무만을 밝히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

에게 매수 의도를 갖도록 하는지, 혹은 매도 의도

를 갖도록 하는지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

로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주식거래행태를 불러일

으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가 주식투자자에게 

어떠한 주식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

는 연구는 요하다. 주식투자자들이 온라인 주

식게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한 주식거래행태

를 갖는 것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시

장 활동에 미치는 력을 더 크게 한다. 왜냐하

면 일반 으로 특정한 주식거래행태는 주가  

수익률과 한 련이 있기 떄문이다(Chordia 

et al., 2005 Heston et al., 2010; Huang and Stoll, 

1994).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거래행태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없다. 기존 연구

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해 주식시

장 활동으로 주식거래량 는 주가 변수를 이용

하는데 그쳤다(Kim et al., 2014; Wysocki, 1998; 

Wysocki, 1999). 이러한 연구는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온라인 주식

게시  정보가 매수  매도 주도거래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진다. 왜냐

하면 주식거래량은 주식투자자의 거래행태에 

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Chordia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량이 

체 1만주 발생했을 때, 매수자 거래 7천주와 매도

자 거래 3천주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반 로 매

수자 거래 3천주와 매도자 거래 7천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게 주식거래량의 수는 같더라도 

매수 주도거래 는 매도 주도거래처럼, 특정한 

거래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게 특정한 거래 방향으로 치우친 정도를 주문

불균형(order bmbalance)이라고 하며, 이것은 시장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거래행태에 미치는 향

2016. 6. 25

움직임의 방향성을 직 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Chordia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따라서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문불균형 간의 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로 주식투자자의 어

떠한 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

지 확인하기 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

식거래 방향성 간의 상 계를 실증 인 방법으

로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주식게

시  정보는 온라인 주식게시 의 구 활동 정도

인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로 보았다. 왜

냐하면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 증가  

감소는 구 활동의 활성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Kim et al., 2014; Wysocki, 1998; Wysocki, 

1999). 그리고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로서 텍스

트 센티멘트(text sentiment)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

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주식게시 에 등록된 수

많은 게시물의 주식 센티멘트(stock sentiment)는 

정확히 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주식

시장 활동에 해 미비한 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Antweiler and Frank, 2004; 

Tumarkin and Whitelaw, 2011). 주식거래의 방향성

은 매수 주도거래 는 매도 주도거래가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정도인 주문불균형으로 보았다. 

만약,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가 주문불균형에 

양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로 주식투자자의 매수 의도에 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음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면 주식투자자의 매도 의도에 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제Ⅱ장 선행연구에서 주문

불균형 정의를 살펴보고, 주문불균형과 주식시장 

활동 간의 연구, 그리고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와 주식시장 활동 간의 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 

연구방법  분석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

들을 소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를 확

인한다. 마지막 제Ⅳ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2.1 주문불균형과 주식시장 활동 간의 계 

연구

최근의 주식시장 활동 련 연구는 주문불균형

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특성에 해 설명

하고자 하 다. 주문불균형이란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주도거래와 매도 주도거래의 차이를 의미하

며(Chordia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시장 움직임의 방향성을 직 으로 보여  

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자의 투자 방향성을 알려주

는 유용한 변수이다(Cushing and Madhavan, 2000; 

Kyle, 1985; Spiegel and Subrahmanyam, 1995; Stoll, 

1978). 따라서 주식시장 활동의 지표로서 주식거래

량 신 주문불균형을 활용하는 것은 주식시장 활

동을 분석함에 있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Chordia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Chordia et al., 2005). 일반 으로 주문불균형

은 주가에 강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Chakravarty et 

al., 2004; Chan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Chordia et al., 2001; Hasbrouck, 1991; Hirshleifer 

et al., 1994; Kyle, 1985; Lee et al., 2004), 주문불균형

은 사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한 주

식투자자들의 투자활동 신호를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다(Chordia et al., 2002; Kyle, 1985). Glosten 

and Milgrom(1985)의 연구에 따르면, 주문불균형

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식투자자가 가진 정보 때문

이며, 이는 시장가격에 정 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거래

량으로부터는 사 정보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주

문불균형이 설명력 있는 변수가 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온라인 주식게시

은 주식투자와 련된 사 정보가 공유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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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문불균형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Kim et al., 2014). 

주식시장의 주문불균형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Chordia et al.(2005), Lee et al.(2004)의 연구

는 만 주식시장의 주문불균형을 분석하 고, 주

문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군집행 (herding)  분

할거래(order splitting)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주문

불균형은 하루 정도 주가에 향을 다고 보았다. 

Anand et al.(2005)과 Bloomfield et al.(2005) 연구는 

주식거래자가 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래

를 주도 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 다. 

Chan et al.(2002)의 연구는 미국 주식시장과 옵션

시장에서의 주문불균형과 수익률 간의 상 계

를 분석할 결과, 주문불균형은 정보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 다. Boehmer and Wu(2008)의 연구도 

주문불균형의 정보효과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존

재한다고 보았고, 이는 투자자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 다. Chordia et al.(2005)의 연구

는 주문불균형이 거래량보다 수익률 측에 더 

요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Chordia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일  거래시간처

럼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한 주문불균형으로 수익

률을 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주문불균형은 사 인 

정보에 의한 주도  거래의 원인임을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투자정보  투자경험 

공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 주식게시 이 주

문불균형에 미칠 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

구에서 일반 인 거래의도를 나타내는 거래량보다 

거래의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주문불균형이 온

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식시장 활동 간의 계

를 보다 잘 설명해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2.2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식시장 활동 

간의 계 연구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온라인 주식게

시  정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은 Wysocki 

(1998)로부터 처음 연구되었다. Wysocki(1998)의 

연구는 Yahoo! Finance 주식게시 으로부터 1998

년 7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3개월 간 50개 주

식종목에 한 게시물 3,000건을 수집하 다. 이

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가 

주식거래량  수익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 다. 그 결과, 하루 날 밤의 온라인 

주식게시  게시물 수는 당일 주식거래량(trading 

volume)과 주가수익률(stock return)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등록이 활발한 주식종목은 시장가치가 

높고, 공매도가 높으며, 주식거래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Das and Chen(2007) 연구는 Yahoo! 

Finance 주식게시 에서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약 2개월간 24개의 주식종목에 한 게

시물 145,110건을 수집하 다. 이를 바탕으로 온

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센티멘트(sentiment)가 

주가지수수익률(stock index return), 주가지수수

(stock index level), 주가(stock price)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온라인 주식

게시 의 센티멘트(sentiment)는 다음날 주가지수

수익률과 주가지수수 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주식게시

의 센티멘트(sentiment)는 주가에 향을 미치지 않

았다. Sabherwal et al.(2008)의 연구는 TheLion.com 

주식게시  , 가장 활동이 활발한 10곳의 주식

게시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는 과수익률(abnormal returns)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weiler and 

Frank(2004) 연구는 Yahoo! Finance와 Ringbull.com 

주식게시 에서 2000년 한 해 동안 45개의 형주 

종목에 한 게시물 약 150만 건을 수집하 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  혹은 

부정  의견이 주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그 결과,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

물 수는 주가변동성(volatility)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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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내, 장외 게시물  주문불균형의 시차 

구분(Kim et al., 2014)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

시물 수가 증가하면 다음날 마이 스 수익률을 

보 다. 즉,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는 투

자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에서 온라인 주식게

시 으로부터 형성된 주식투자자의 투자심리는 

주식시장 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er and Wurgler, 2006; Kaniel et al., 2004; 

Kumar and Lee, 2006; Mian and Sankaraguruswamy, 

2008; Tetlock, 2007). 특히 Hirschey et al.(2000)의 

연구는 The Motley Fool 주식게시 의 추천정보

가 주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주

식게시 의 주식투자 추천정보는 통 인 인쇄

매체의 주식투자 추천정보만큼 주가에 향을 미

친다고 나타났다. Pleis(2007)의 연구에서는 비

문 인 주식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주로 온라인 주

식게시 의 부정 인 게시물에 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이 게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실증  

분석을 통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

자의 투자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Kim et a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게시물 

수 등의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거래량, 주가 

등의 주식시장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주식투자자들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

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

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

문불균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첫 연구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의 주문불균형과 주식시장 활동 

간의 계 연구는 사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가

진 온라인 주식게시 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식시장 활동 간의 

계 연구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

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지만, 구체 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즉 어떠한 거래행태를 갖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주식

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행태를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기 해 온라인 주식게시

 게시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실

증 인 방법으로 확인한다.

Ⅲ. 연구방법  분석결과

3.1 자료수집  변수설정

실증분석을 해 온라인 주식게시   주식시

장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연구 상으로 KOSPI

에 상장된 기업 , 지난 5년간 시가총액 1조 원을 

상회한 업종인 IT서비스, 자동차부품, 화학, 반도

체, 식품(News1, 2013. 11. 6.)에 해당되는 40개의 

주식종목을 선정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가진 스넷(아시아경제, 2014. 

6. 26.)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정 주식종목의 종목토

론실로부터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

까지 3개월간 등록된 모든 게시물 46,077개를 수집

하 다. 한 코스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식시

장 데이터인 매수 주도거래량  매도 주도거래량, 

종가, 주식거래량, 유동성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종목  시간의 추이로 구성

된 균형 패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

다.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는 선행연구

(Kim et al., 2014)에서 제시된 방법과 같이, 장내 

 장외 시간 에 따른 온라인 주식게시 의 역

할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증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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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평균
체(overall) 

표 편차

그룹 간(between) 

표 편차

그룹 내(within) 

표 편차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스넷 

장내 게시물 수
9.6860 30.3841 23.4285 19.6839

스넷 

장외 게시물 수
10.3580 39.9135 30.0105 26.7216

주식거래 방향성 주문불균형 -264.6809 15254 3545.331 14912.4

통제변수

종가 63197.08 217262.5 219346.2 15597.37

주식거래량 1140926 2170371 1309775 1742444

유동성 16.12607 2.276313 2.296311 3.36e-16

<표 1> 변수 기 통계량

거래 시간을 반 하 다. 즉 <그림 1>과 같이, 주

식시장 개장 이후(am 9:00)부터 폐장 직 (pm 3:00)

까지 등록된 게시물 수를 장내 게시물 수로 분류

하 으며, 폐장 이후(pm 3:01)부터 다음날 개장 

직 (am 08:59)까지 등록된 게시물 수를 장외 게

시물 수로 분류하 다. 

주문불균형은   상  기 에 따라 거

래횟수, 거래 으로 설정 가능하지만(Chodia et 

al., 2002; Chordia and Subrahmanyam, 2004; Lee 

and Ready, 1991),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 주식

게시 의 정보가 주로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

행태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거래횟수 주문불균형 변수를 이용한다.  거

래횟수 주문불균형(order imbalance in number of 

transactions, OIBNUM) 변수는 개인투자자의 매수 

주도거래(buyer-initiated trade)로 체결된 거래횟수와 

개인투자자의 매도 주도거래(seller-initiated trade)로 

체결된 거래횟수의 차로 구성된다. 당일 각 주식

종목에 한  거래횟수 주문불균형의 구성수

식은 다음과 같다. 

OIBNUMi,t = Number of Buy Initiated Tradei,t  (1)

         - Number of Sell Initiated Tradei,t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와 주문불균형 간의 

명백한 계를 확인하기 하여 주문불균형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표 인 주식시장 

지표인 주가, 주식거래량, 유동성을 통제변수로 이

용한다. 주가는 거시경제 동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어떠한 주식시장 지표보다

도 주문불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Hasbrouck 

and Seppi, 2001). 그리고 주식거래량의 증가는 매

수 주도거래 혹은 매도주도 거래의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량은 주문불균형을 불

러일으킬 가능성을 가진다. 한 유동성은 차익

거래자들(arbitrageurs)의 투자의도에 기반하여 주

문불균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잘 알

려져 있다. 차익거래자들은 유동성이 높을 때 시

장참여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낮을 때 시장참여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거래일에는 

시장효율성 증가로 인해 주문불균형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낮은 거래일에는 시장효율성이 낮아

지면서 주문불균형이 높아진다(Kyle, 1985; Glosten 

and Milgrom, 1985; Subrahmanyam, 2008). 이 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진 주식시장 변수

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게시물 수와 주문

불균형 간의 계에 미치는 향들을 통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은 패 데이터인 각 변수에 

한 평균, 체(overall) 표 편차, 패  그룹 간

(between group) 표 편차, 패  그룹 내(within group) 

표 편차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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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변수

공통 단 근 검정 개별 단 근 검정

Levin, Lin & Chu

(t-test)

Im, Pesaran & Shin

(W-test)

ADF-Fisher

(Chi-square)

PP-Fisher

(Chi-square)

스넷 장내 게시물 수
-18.7576***

(0.000)

-20.3019***

(0.000)

552.114***

(0.000)

846.167***

(0.000)

스넷 장외 게시물 수
-20.9188***

(0.000)

-20.6375***

(0.000)

579.977***

(0.000)

959.547***

(0.000)

주문불균형
-24.869***

(0.000)

-26.1584***

(0.000)

650.856***

(0.000)

1046.42***

(0.000)

종가
-24.7099***

(0.000)

-27.561***

(0.000)

723.501***

(0.000)

1209.94***

(0.000)

주식거래량
-10.8895***

(0.000)

-15.4442***

(0.000)

388.026***

(0.000)

666.657***

(0.000)

유동성
-7.03402***

(0.000)

-6.04989***

(0.000)

135.238***

(0.000)

396.999***

(0.000)

<표 2> 단 근 검정 결과

***p < 0.01, **p < 0.05, *p < 0.1

3.2 단 근 검정

시계열 자료 특성을 가진 패 데이터 기반의 

계량경제 분석 수행 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해 데이터의 안 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 근 검

정(unit root test)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Gujarati, 

2012). 만약 단 근 검정(unit root test)으로 단 근

이 확인 된다면, 해당 패 데이터는 불안정(unsta-

tionary)하다고 단할 수 있고 이는 가성  회귀

(spurious regression)의 원인이 된다(Gujarati, 2012). 

여러 개체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 데이터의

단 근 검정 방법은 횡단면 개체들 간의 공통 단

근 과정(common unit root process)을 가정하는 

검정 방법(Breitung, 1999 Harris and Tzawalis, 1999; 

Levin et al., 2002)과 개별 단 근 과정(individual 

unit root process)을 가정하는 검정 방법(Choi, 2001; 

Im et al., 2003; Maddala and Wu, 1999)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해 두 가지 단 근 검정 방법을 모두 수용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모든 변수를 상으

로 단 근 검정을 수행한 결과, <표 2>와 같이 단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패  벡터자기회귀 모형  분석

이  선행연구에서 장내  장외 시간 에 

따른 온라인 주식게시 의 역할 변화로 인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주식

게시 의 장내  장외 게시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확인하는 패  벡터자기회귀

(panel vector auto-regression, panel VAR) 분석을 

수행한다.

패  벡터자기회귀 분석은 주식종목  시간추

이의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시간추이의 특정한 효과(individual-specific 

effect)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주식종목의 상이성

도 고려할 수 있다(Baltagi, 2008). 한 패  벡터자

기회귀 모형은 변수의 동시 인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고,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내생변수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동태  효과의 추정뿐만 아니

라 특정한 경제이론 기반의 가설 수립 문제에서 

비교  자유롭다(Love and Zicchino 2006).

수식 (2-A)는 스넷 종목토론실의 지난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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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수가 당일 주문불균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수식이다. 수식 (2-B)은 지난 주문

불균형이 당일 스넷 종목토론실의 장내 게시물 

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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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A)는 스넷 종목토론실의 지난 장외 

게시물 수가 당일 주문불균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수식이다. 수식 (3-B)는 지난 주문

불균형이 당일 스넷 종목토론실의 장외 게시물 

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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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A), 수식 (3-A)의 종속변수는 주식종목별 

당일 주문불균형을 의미하는 이다. 수식 

오른편의 는 주식종목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의미하며, 는 주식거래일의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는 주식종목 (= 1종목, 2

종목, …, 40종목)에 한 t일(= 1일, 2일, …, 5일)의 

주문불균형을 의미하며,    

와    는 주식종목 (= 1종목, 

2종목, …, 40종목)에 한 t일(1일, 2일, …, 5일)의 

스넷 종목토론실 장내  장외 게시물 수를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 , 

는 각각 주식종목 (= 1종목, 2종목, 

…, 40종목)에 한 t일(= 1일, 2일, …, 5일)의 종가, 

주식거래량, 유동성을 의미한다.

수식 (2-B), 수식 (3-B)의 종속변수는 주식종목별 

스넷 종목토론실의 당일 장내  장외 게시물 수를 

의미하는 와 

이며, 독립변수  통제변수는 각각 수식 (2-A), 

수식 (3-A)와 동일하다. 

우리나라 증시 거래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되므로, 매수  매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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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장내 수식 (2-A) 장내 수식 (2-B) 장외 수식 (3-A) 장외 수식 (3-B)

주문불균형 게시물 수 주문불균형 게시물 수

주문불균형(t-1) 0.000178 6.80E-09 0.000195 4.07E-09

주문불균형(t-2) 0.000181 -2.64E-09 0.000202 5.52E-09

주문불균형(t-3) 1.60E-05 1.81E-09 2.10E-05 -1.1E-08

주문불균형(t-4) 0.000299 3.68E-09 0.000288 6.76E-09

주문불균형(t-5) 0.000524 -1.02E-08 0.000506 -1.2E-09

게시물 수(t-1) 923.1946*** 0.393669*** 389.2534* -0.068116**

게시물 수(t-2) 490.5457* 0.200752*** 116.1951 0.01651

게시물 수(t-3) 96.35004 0.071569* -116.2302 0.073149***

게시물 수(t-4) -721.8955 0.068789* -102.4696 0.304537***

게시물 수(t-5) -149.1563 0.144435*** -98.19724 0.40476***

종가(t-1) -0.669164 -0.000698*** -1.090117 -0.001233***

종가(t-2) 1.045050 0.000499*** 0.710178 0.000563***

종가(t-3) 0.299255 0.000176 0.371995 0.000198

종가(t-4) -1.364350 -9.32E-05 -0.377536 0.000181

종가(t-5) 0.691623 0.000118 0.400818 0.000296**

주식거래량(t-1) 0.002351 6.14E-07* 0.003516 0.00000158***

주식거래량(t-2) 0.005317* 2.49E-09 0.007023* -7.6E-09

주식거래량(t-3) -0.002955 -4.34E-08 -0.002494 2.88E-07

주식거래량(t-4) -0.002097 -6.73E-08 -0.003042 -1E-07

주식거래량(t-5) 0.001122 -1.23E-07 0.00124 -0.000000529*

유성동(t-1) -3658.144* -0.017303 -3486.968 -0.15049

유성동(t-2) 10891.22*** 0.096472 10894.46*** -0.25113

유성동(t-3) -263.3288 0.069368 -557.8608 0.036722

유성동(t-4) -1619.038 -0.151357 -1629.98 0.108133

유성동(t-5) 831.2107 0.160286 1486.563 0.593701*

R2 0.762323 0.751955 0.725454 0.706293

수정된 R2 0.773043 0.748250 0.713323 0.701906

S.E 16.22323 14.44282 21.22321 20.67975

Durbin-Watson stat 2.533443 2.414087 2.203321 2.057329

***p < 0.01, **p < 0.05, *p < 0.1

<표 3> 패 벡터자기회귀 분석결과

거래 등의 주식시장 데이터는 한 주에 2일간의 시

간 간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주 간의 온라인 

주식게시  게시물 수와 주문불균형의 계를 살펴

보는 것이 하다고 단되어 시차는 최  5일

(t-5)로 설정하 다(Bissattini and Christodoulou, 2013; 

Gu et al., 2006; Karabulut, 2013).

이 게 설정한 패  벡터자기회귀 수식을 이

용하여 스넷 종목토론실의 장내  장외 게시

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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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벡터자기회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

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수가 주문불균형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면 장내 수식 (2-A)의 경우, 스

넷 종목토론실의 1일 (t-1), 2일 (t-2) 장내 게

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하루 (t-1), 이

틀 (t-2)의 장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당일 

주식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수 하도록 하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주식매수 결정

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로 해당 주식을 매

수하도록 하는 감성(strong buy or buy sentiment)

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주

문불균형은 당일 주문불균형에 자기상 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수식 (3-B)의 경우, 

지난 주문불균형은 당일 주식게시물 수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t-1)부터 5일 (t-1) 게시물 수는 당일 게시물 수

에 자기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

인 주식게시 의 이용자들이 정규거래 시간  

게시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주문불균형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장외 수식 (3-A)의 경우, 스넷 

종목토론실의 1일 (t-1) 장외 게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말해, 하루 (t-1)의 장외 온라인 주식게

시  정보는 당일 주식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수하

도록 하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장내 수식 (2-A)의 분석결과처럼, 온라인 주

식게시  정보가 주식투자자의 주식매수 결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온

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로 해당 주식을 매수

하도록 하는 감성(strong buy or buy sentiment)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주문

불균형은 당일 주문불균형에 자기상 을 갖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 수식 (3-B)의 경우, 지

난 주문불균형은 당일 주식게시물 수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일 

(t-1) 게시물 수를 제외한 모든 지난 게시물 수는 

당일 게시물 수에 자기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 역시 장내 수식 (2-B)의 분석결과처

럼, 온라인 주식게시  이용자들이 정규거래 시

간 이후에 게시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패  벡터자기회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로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식투자자들의 

매수 주도거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온라인 주식게시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통

해 지속 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지 까지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

보가 주식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 유무만을 확

인하는 것에 을 맞추었으며, 온라인 주식게

시  정보가 주로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행태

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진은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가 

주식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거래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 고, 이

를 실증 인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온라

인 주식게시  정보로서 게시물 수를 온라인 구

활동 정도로 보았으며, 매수  매도 거래행태

로서 주문불균형을 주식투자자의 거래 방향성으

로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

시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확인하고

자 하 다. 먼  KOSPI에 상장된 40개 주식종목에 

한 스넷 종목토론실의 모든 게시물 46,077개

를 수집하 고, 코스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주식종목에 한 매수  매도 주도거래 데이터

를 수집하여  거래횟수 주문불균형 데이터를 

설정하 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종목  시간

에 따른 균형 패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는 계량경제 분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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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를 상으로 단 근 검정을 수행하 다. 

그리고 온라인 게시 의 게시물 수와 주문불균형 

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한 패  벡터자기회

귀 모형을 수립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 다. 

패  벡터자기회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주식게시 의 1, 2일 (t-1, t-2) 장내 게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1일 부터 5일  장내 게시물 수는 

당일 장내 게시물 수에 양의 자기상 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식게시 의 1일 (t-1) 장

외 게시물 수는 당일 주문불균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1, 2일 , 그리고 

4, 5일  장외 게시물 수는 당일 장외 게시물 수에 

자기상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벡터자기회귀 분석결과,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는 주식투자자에게 주로 주식매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온라인 주식

게시  정보는 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

는 감성(strong buy or buy sentiment)의 속성을 가

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온라인 주식게시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통해 지속 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학문 , 실무  기여 을 제시한다. 학문

 기여 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시시장 활동에 미치는 향 유무를 확

인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로 주식투자자의 어떠한 거래행태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

다. 이는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식투자자 거래행태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다. 

한 온라인 주식게시  이용자들은 온라인 구  

커뮤니 이션(online word-of-mouth communica-

tion)을 바탕으로 지속 으로 상호작용하며, 이

게 생성된 정보는 주식투자자들의 거래행태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재무행태학 

연구는 주식시장의 주문불균형 원인으로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정

보시스템 문헌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향

력을 미치는 주식시장 활동으로 주문불균형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실무  기여 에서 보면, 주식투자자는 온

라인 주식게시 의 구 활동 정도를 주식시장의 

매수신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

해, 주식투자자는 온라인 주식게시 의 게시물 

등록 정도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가

늠하거나, 투자시기를 고려하는 등 투자 의사결

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장기업은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가 주

로 주식투자자에게 자사 주식종목의 매수 거래행

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상장기업은 자사의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를 주식매수 주도거래의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주문불균형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온

라인 주식게시  이용자의 투자심리 변화에 지속

인 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주식게시 의 정보가 주식

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

증 인 방법으로 연구하 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

지만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주문불균형

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래 액 주문불균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거래행

에 이 맞추어져 있는 바, 거래횟수 주문불

균형만을 이용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수

의 주식투자자가 이용하는 스넷 종목토론실만

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주문불균형 측정변수와 다수의 온라인 주식게

시 을 상으로 주문불균형과 온라인 주식게시

 정보 간의 상 계를 확인하여 보다 의미있

는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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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on information systems (IS) and finance suggest that information on stock message 
boards influence the investment decisions of individual investors. However, how information on online 
stock message boards influences an individual investor’s buy or sell decisions is unclear. To address 
this research ques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number of posts on stock message boards 
and order imbalance in stock markets. Order imbalance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aily 
sum of buy-side shares traded and the daily sum of sell-side shares traded. Therefore, order imbalance 
can suggest the direction of trades and the strength of the direction with trading volum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number of posts (information on stock message boards) 
influences order imbalance (stock trading behavior). We collected about 46,077 messages of 40 companies 
on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from Paxnet, the most popular Korean online stock message 
board. The messages we collected were divided based on in-trading and after-trading hour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s of posts and trading volumes. We also collected order imbalance 
data on individual investors. We then integrated the balanced panel data sets and analyzed them through 
vector regression. We found that the number of posts on online stock message boards is positively related 
to prior order imbalance. We believe that our findings contribute to knowledge in IS and finan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ors should carefully monitor information on stock message boards to understand 
stock market sentiments.

Keywords: Online Stock Message Boards, Order Imbalance, Stock Trading Behavior, Individu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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