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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유례없는�개인투자자의�대규모�진입과�함께�국내�주식시장�신용융자�규모도�가파르

게�증가했다. 신용융자거래는�주식시장�전반과�투자자�본인에게�양날의�검이�될�수�있어�면밀한�주

의가�요구된다. 이에�본고는�국내�주식시장�신용융자의�건전성을�정량적으로�검토하고, 개인투자
자�단위�자료를�바탕으로�신용거래자의�특징을�다각도로�분석한다.

본고의�주요�실증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용융자�규모는�주요국�대비�낮은�수준
이나, 코로나19 이후�빠른�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둘째, 상대적으로�신용융자잔고가�높은

종목은�시가총액이�작고, 변동성이�높은�고위험�주식인�것으로�확인된다. 코로나19 팬데믹�당시�신
용융자잔고가�높은�종목의�주가�하락폭이�큰�점을�고려하면, 향후�주식시장�하방위험이�가중될�시
고위험�종목군에서�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국내�신용거래자는�전체�개인투자자

의 5.5%로�낮은�수준이나, 이�중에는�위험�감내�수준이�낮은�소액투자자도�다수�포함되는�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거래비용을�고려할�경우�신용거래자의�투자성과는�기존�개인투자자를�하회하

는�것으로�분석되며, 소액투자자의�수익률이�현저히�낮아�이들은�신용거래로�인해�오히려�손실이
확대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넷째, 신용거래자의�재무상태는�전반적으로�양호하나�투자위험도가
높은�주식에�대한�투자�비중이�높고�분산투자�수준이�낮아, 신용거래자는�높은�투자위험을�감수하

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무엇보다�신용거래자의�거래빈도는�일반적인�개인투자자의�거래빈도와

비교했을�때 3배�이상�높아�매우�단기적이고�투기적인�투자행태를�보인다. 이러한�투자행태는�수익

률이�저조한�신규�투자자, 젊은�투자자, 소액투자자에서�현저하게�나타나, 신용거래자의�저조한�성
과에는�과잉확신과�같은�행태적�편의가�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신용융자거래는 일종의 가수요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시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투자자

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어 과도한 사용은 경계해야한다. 분석 결과 신용거래자 중에는 레버리지

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김민기 (mkkim@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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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 배경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주식거래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주식시장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2021년 10월 말 기준 24조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던 2020년 3월 말 6.6조원에 비해 265% 늘어났다. 증가 규모
로는 유례가 없던 기록적인 수치이며 같은 기간(2020년 4월~2021년 10월) 개인투자자 주식시장
순매수금액인 127조원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신용융자는 주식시장
수급 측면에서 일종의 가수요로 투기적인 요소가 짙을 경우, 향후 잠재적 상환 수요로 인해 주식
시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레버리지(leverage) 수단인 신용융자는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옵션이지만 반대로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
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수단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나, 신
용융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개인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하지 않게 활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거래, 낮은 분산투자 수준 등을 고려하면(김민기ㆍ김준석, 2021),
신용융자의 활용으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신용융자거래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고(Ⅱ장),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의 건전성을 융자 규모와 종목별 비중을 통해 검토한다(Ⅲ장).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신용융자잔고가 정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신용융자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투자자별 신용융자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거래자의 구성, 투자성과와 투자행태를 투자자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인투자자가 신용융자

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Ⅳ장). 그간의 국내 연구는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거래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 측면이 있어, 본 연구는 신용거래자의 현황과 건전성을 다양

한 각도로 분석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신용
융자거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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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신용융자거래(margin trading)01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인 공매도와 달리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제
약, 학술적 관심 부재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령 신용거래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 당시 증시 폭락으로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제정
과 함께 증거금율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관련하여 초기의 연구는 신용규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 연구결과(Cohen, 1966; Moore, 1966; Grube et al., 1979)에 따르면
신용규제는 시장 변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신
용거래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된 이후 개시증거금율을 1974년부터 지금까지 그
대로 유지해오고 있다.02

이후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를 겪으면서 신용거래에 대한 연구
가 다시 활발히 재개되었고, 이후의 연구는 신용규제의 유용성과 신용거래의 효과에 대해 긍정
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 나뉘게 된다. 먼저 신용규제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용하다는 주장
(Hardouvelis, 1988)이 있는 반면, 고정된 증거금율 규제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도 있으며(Chowdhry & Nanda, 1998), Seguin & Jerrel(1993)은 1987년
블랙 먼데이와 관련하여 신용거래가 가능한 주식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이 덜 해 신용거래와 당시
주가 폭락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광수 외(2007)는 과거 신용규제
가 주식시장 변동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실증한 바 있다.

신용거래의 효과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용거래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장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3 미국의 OTC

시장을 분석한 Seguin(1990)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군에 편입될 경우 거래량이 유의
미하게 증가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 내 주된
01 본 보고서에서는 신용융자거래와 신용거래, 신용융자잔고와 신용잔고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02 개시증거금율(보증금율)을 고정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약 20년
간 20차례 신용거래 보증금율을 변경했지만, 1990년 이후 40%로 고정된 뒤 1999년 자유화되었으며 2007년 다시 40%로
재설정되었다.
03 가령 Alexander et al.(2004)과 Hirose et al.(2009)은 각각 미국, 일본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신용거래의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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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체가 기관투자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대개 정보거래자(informed
investor)로 간주되어 자본 제약이 발생할 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정보거래를 통한 가격발견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같은 비정보거래자(uninformed investor)가 많은 신흥
국 주식시장의 경우 신용거래의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중국과 같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위기 기간에서는 오히려 반

대 현상이 나타나며 개별주식 수익률간의 동조화(comovement) 현상이 현저해짐을 실증했다
(Kahraman & Tookes, 2017, 2019). 특히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등ㆍ폭락의 주범으로 신용
거래가 지목되면서 Bian et al.(2021)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stressed market condition)에서
신용거래자(margin investor)의 신용축소(deleveraging)는 주식시장 내 부정적인 파급효과
(spillover)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시장의 상황이나 성숙도에 따라 신용거래가 주식시
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
용거래가 주식가격을 크게 교란하지 않으며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를 감소시키는 등 시
장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확인되었으나(김지현ㆍ윤선흠, 2017; 박수철 외,
2019), 시장 상황에 따른 조건부 분석(conditional analysis)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개인투자자 거래자료 및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Kim
et al.(2021)은 미국 개인투자자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신용거래를 하는 개인투자
자는 투자 능력(literacy)이 부족하고 과잉확신(overconfidence) 성향이 강함을 보였다. 또한 중

국 신용거래자의 체결자료를 분석한 Bian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신용융자를 많이 활용하는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투자경험이 부족하고, 거래가 잦으며,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 이처럼 상기 전술한 학술적 논의를 종합하면 신용거래는 경우에 따라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주로 활용하는 투자주체가 개인투자자일 경우 신용거래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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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투자자 신용융자 현황 및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거래 및 잔고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주식시
장 신용융자의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코로나19 팬데
믹 국면에 신용융자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 변동 특징을 살펴본다. 본 장에서 활용하는 자
료는 전체 시장 및 개별종목 단위의 신용융자거래 및 잔고 자료로 DataGuide, 금융투자협회 포탈
을 통해 확보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신용거래의 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으나, 신용융자가 주
로 개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매수대금의 융자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관측되는 신용거래 및 신용
융자잔고를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신용융자잔고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1. 개인투자자 신용융자거래 비중
<그림 Ⅲ-1>에서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금액 중 신용거래 비중은 2020년 일평균 9.6%, 2021
년의 경우 9월까지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일평균 약 7.8%로 추정된다. 2015년 이후 10% 남짓
한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거래가 2021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신용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12~15%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로 마찬가지 감소했다. 이는 주식
시장 내 개인투자자가 늘어난 것과 연관되는데,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 중에서 신용거래자보다 비
(非)신용거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2>는 거래소 시장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신용거래 비중을 나타낸다. 시장별 신용
거래 비중 추이도 합산 결과(<그림 Ⅲ-1>)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나, 유가증권시장 개인투자자 거
래대금 대비 신용거래 비중이 코스닥시장보다 소폭 높게 나타난다. 가령 2021년 유가증권시장 개
인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신용거래 비중은 11.1%로 코스닥시장(9.9%)을 1.2%p 상회한다. 이는
코스닥시장 구성종목 내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이 많아 신용거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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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신용융자거래 비중

<그림 Ⅲ-2> 시장별 신용거래 비중

주 : 각 연도별 일평균 신용융자거래 비중으로 산출하며, <그림 Ⅲ-2>는 거래소 시장별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신용융
자거래 비중을 나타냄
자료: 금융투자협회, DataGuide

2. 합산 신용융자잔고 추이
다음으로 국내 신용융자잔고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Ⅲ-3>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시장 신용
융자잔고04는 최근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10월 말 기

준, 신용융자잔고는 약 24조원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당시 6.6조원에서 265%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13조원(+310%), 코스닥 시장은 11조원(+223%)으로 융자규
모와 증가율 측면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 더 높지만, 주식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 비중은 코스닥시

장이 훨씬 높다(<그림 Ⅲ-4>). 2021년 10월 말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이 0.6%, 코스닥시장은 2.6%이며, 이는 2020년 3월 당시 비중(유가증권시장 0.27%, 코스닥시장
1.63%)과 비교했을 때 1.6~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증시가 상승했지
만 그보다 신용융자잔고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3> 신용융자잔고 추이

<그림 Ⅲ-4>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DataGuide

04 신용융자잔고는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로부터 융자한 현금(신용융자)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으로 정의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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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잔고의 증가세는 상승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요국 주식시장에서도 유사하게 관
찰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도 동반 상승하면서 각국의

신용융자잔고도 증가했다(<그림 Ⅲ-5>). 2021년 9월 말 주요국 신용융자잔고는 미국 0.9조달러
(1,069조원), 일본 3.3조엔(35조원), 중국 1.68조위안(309조원)05으로 신용융자잔고의 절대적 규

모는 우리나라보다 크다. 동일 시점 각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잔고의 비중은 미국

1.8%, 일본 0.43%, 중국 1.94%로,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용융자잔고의 상대적
비중(0.93%, 2021년 9월 기준)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신용융자잔고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2020년 3월부

터 2021년 9월까지 주요국 신용융자잔고 증가율은 미국 88.4%, 일본 88.1%, 중국 60.9%로 같
은 기간 우리나라 277.6%에 비해 낮다. 시가총액 대비 상대적 비중의 경우 3개국 모두 분석기

간 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0년 3월 이후 미국: +0.05%p, 일본: +0.11%p, 중국:
+0.08%p),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 규모 대비 신용잔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
다. 요약하면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잔고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작은 편이지만, 융자의 증가속도
는 주요국과 달리 시장규모의 성장보다 빨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5> 주요국 신용융자잔고 및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FINRA, Bloomberg, JPX, CEIC

한편 신용융자잔고의 가파른 증가로 국내 증권사 신용공여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상

반기 말 기준 가용한 자료가 있는 증권사의 합산 신용공여율06은 63.1%로 2020년 3월말 39.2%
05 2021년 9월 말 통화별 환율로 환산

06 증권사의 신용공여율은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금으로 산출한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신용융자, 신용대주, 청약자금대출, 증
권담보대출, 기타로 구성되며,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이 신용공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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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3.9%p 증가했으며, 신용공여 증가의 대부분은 신용거래융자금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6>). 증권사 신용공여금 중 신용거래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2020년 3월 기
준)에서 55.8%(2021년 6월 기준)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증권담보대출의 비중은 69.2%에서
42.5%로 감소했다.

<그림 Ⅲ-7>은 분기별 증권사 신용공여율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코로나19 이전 및 2020년 상반

기 당시에는 신용공여율이 80% 이상인 증권사가 거의 없었지만, 1년 후 표본 내 31%(9개사)의 증

권사가 신용공여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신용공여가 금융투자업자의 건
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공여의 규모를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고07, 위험관리

차원에서 각 증권사별로 법적 한도 내 자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향후 신용융자잔고
가 이전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6>
증권사 신용공여율 및 신용융자 비중 추이

<그림 Ⅲ-7>
증권사 신용공여율 분포 추이

주 : 자료기간 중 신용거래융자금 자료가 확인되는 2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종목별 신용융자잔고의 횡단면적 특징
이상의 분석에서 국내 신용융자의 현황을 검토했다면, 본 절에서는 신용융자잔고의 횡단면적

인 차이를 투자위험도와 연관된 개별종목의 특징을 기반으로 살펴본다. 종목별 비교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상대지표인 신용융자잔고 비율(=신용융자잔고/시가총액)을 활용한다. 신용융자잔고
07 금융투자업자 규정 제4-23조, 제3-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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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을수록 주가의 하방위험이 가중될 시 담보가치의 감소에 따른 융자상환 수요와 투자자
급매(fire sales)로 인해 해당 주식의 주가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Bian et al., 2021). 개별

종목의 투자위험도 대용치로 기업의 규모(size), 시장 베타(beta), 고유 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을 활용한다.08 이를 기반으로 상장주식을 월간 시가총액 상위 10%, 중위 30%, 하위 60%를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하고, 월별로 산출한 시장 베타 및 고유 변동성의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를 각각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평균 신용잔고
비율을 살펴본다. 분석 표본 내 신용거래가 불가능해 신용잔고가 없는 종목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종목은 제거한 뒤 분석을 진행한다.09

<그림 Ⅲ-8>은 코로나19 이후(2020년 3월 vs. 2021년 9월) 각 그룹별 평균 신용융자잔고 비율과
변화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주식에서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가령 2021년 9월 말 기준 신용융자잔고 비율은 소형주의 경우 평균 3.1%인 반면 대형
주는 1.1%로 나타나며, 고변동성 그룹은 평균 3.2%인 반면 저변동성 그룹은 평균 1.9%이다. 시
장 베타 및 고유 변동성 그룹 간 신용잔고 비율 변화는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나, 기업 규모
의 경우 소형주는 신용잔고 비율 증가분이 1.5%p인 반면 대형주는 0.6%p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업종별 평균 신용융자잔고 비율은 디스플레이 3.6%, 반도체 3.5%, 하드웨어 3.3%, 제약 및
바이오 3.2% 순으로 주로 ITㆍ전자 또는 제약ㆍ바이오 섹터에서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그림 Ⅲ-9>), 이 외 자동차 제조업, 자본재 등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투자위험

이 높은 업종에서 신용잔고 비율 및 변화가 높게 관찰된다. 반면 은행, 보험,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필수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용융자를 활용하는 개인투자자는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투자위험도가 높은 종목이나 업종에서 신용잔고 비중이 높게
관찰되는 점은, 향후 증시의 하방위험이 가중될 경우 이러한 특징을 갖는 종목에서 신용융자가 주
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08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위험도가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 베타와 고유 변동성은 각각 개별종목의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과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의 대용치로 자주 활용되는 측정치이다. 시장 베타와 고유 변동성은
일별 자료를 토대로 각각 시장모형(market model) 및 Fama-French(1993) 3요인 모형으로 산출한다.

09 신용잔고가 없는 종목의 잔고 비율을 0으로 처리해도 분석 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 또한 신용잔고가 없는(또는 0인) 종목
이 전체 표본의 약 5%로 나타나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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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투자위험도 그룹별 신용융자잔고 비율 현황

주 � 1) 각 그룹별 평균 신용잔고 비율을 기간별로 산출하며, 신용잔고가 없는 종목은 분석에서 제외
2) 월간 시가총액 상위 10%, 중위 30%, 하위 60%를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

3) 월간 시장 베타(또는 고유 변동성)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를 각각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룹으로 구분

자료: DataGuide

<그림 Ⅲ-9> 업종별 신용융자잔고 비율 현황

주 : 업종별 평균 신용잔고 비율을 기간별로 산출, 업종은 FnGuide 산업군 분류 활용
자료: DataGuide

그렇다면 높은 신용잔고 비율은 증시 하락 시 변동성과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과거

국내 연구에서는 신용거래가 주식가격을 교란하지 않으며 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

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나(김지현ㆍ윤선흠, 2017; 박수철 외, 2019), 해당 연구는 신용거래 비중
과 순매수 강도를 기반으로 무조건부 분석(unconditional analysis)을 수행했으며 분석기간인
2013~2017년 당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
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중심으로10,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과

10 코로나19 국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되며, 기업의 규모(siz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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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종목 간의 주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위기 기간 내 신용거래가 개별주식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분석기간을 2020년 1월 셋째 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 포함)부터 이
후 증시가 다시 회복했던 2020년 5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모든
자료를 주별(weekly)로 전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Ⅲ-10>은 분석기간 초 종목별 신용
융자잔고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주
식을 다섯 그룹으로 분류한 뒤, 잔고 비율

<그림 Ⅲ-10> 신용융자잔고 비율 그룹별 누적수익률 및
신용순매수비율 추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이 가장 높은 그룹(high)과 가장 낮은 그

룹(low)의 합산 누적수익률(실선)과 합
산 신용순매수비율(점선) 추이를 나타낸

다. 신용순매수비율은 종목별로 신용매
수대금과 신용매도대금의 차이를 주별
시가총액으로 나눠 산출11하며, 초소형

주(micro-cap)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합산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가중평균

(value-weighted average)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은 코로나19 충격 당시 주가가 더 크게 하
락하였으며, 하락하는 과정에서 신용순매

주 � 1) 신용융자잔고 비율 그룹별 합산 누적수익률(실선) 및 누적
신용순매수비율(점선)을 산출

2) 결과의 간결성을 위해 가장 높은 그룹(high)과 가장 낮은
그룹(low)만 표시

3) 회색 음영은 시장수익률을 나타냄

자료: DataGuide

수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신용거래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해당 종목군을 신용매도(상
환)하였으며, 증시 하방위험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축소 수요가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이후 더 빠르게 회복
하였으며 무엇보다 증시 회복기간의 수익률은 더 높게 나타난다. 신용거래로 인한 유동성 및 가
격효율성 제고 효과가 주가 회복력(resilience)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
용거래가 특정 시기에는 일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효

익(welfar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과거 선행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
(Kahraman & Tookes, 2017, 2019; Bian et al., 2021).
고려해도 유의미하게 관찰되는 특징이다.

11 예를 들어 신용순매수비율이 1%라면, 해당 종목의 약 1%의 지분을 신용융자거래로 순매수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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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 신용거래자의 투자성과와 투자행태 분석
앞선 장에서 시장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면, 본 장에서는 투자자별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융자를 활용하여 거래하는 신용거래자의 투자성
과와 투자행태를 검토한다.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4개 대형 증권사가 제공한 약 20만 명의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포트폴리오 내역으로, 이 중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를 구별하
여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본 장에서 활용하는 3개 증권사의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로 구성되며, 나머지 1개 증권사의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만을 포함한다. 거

래체결 자료의 경우 신용융자 활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각 개인투자자별12 신용
거래와 일반(현금)거래를 구분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의 특성상 신용거래에 포함되는
보증금(개시증거금) 및 담보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신용융자를 활용한 거래 자체를 신용거래
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1. 신용거래자 구성
최소한의 필터링을 거친 투자자 표본 내 분석기간 중 신용융자거래가 최소 1건이라도 존재하는
투자자를 신용거래자로 정의하면, 분석에 포함된 신용거래자는 11,178명으로 약 20.4만명에 달

하는 개인투자자 표본 내 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개인투자자 내 신용거
래자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 중 신용거래 비중이 일평균
12.6%(2020년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신용거래자는 비(非)신용거래자13보다 많은 거래를 일으
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용거래자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거래자 표본 내 새로 진입한 신규투
자자14 비중은 12%로 非신용거래자에 비해 신규투자자 비중은 약 1/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그림 Ⅳ-1>). 상대적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신규투자자의 신용융자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12 자료의 특성상 개인투자자는 해당 증권사 내에서만 식별되므로 한 개인투자자가 복수의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복수의
개인투자자로 구분된다.
13 非신용거래자는 분석기간 중 신용융자거래가 1건도 없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14 분석 시작 시점인 2020년 3월 이후 주식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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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림 Ⅳ-2>의 성별 투자자 비중에 따르면, 신용거래자는 주로 남성 투자자임을 알 수

있다. 신용거래자 내 남성 비중은 76%로 여성의 3배 이상이며, 기존 개인투자자 중 남성의 비중

이 65%임을 고려해도(김민기ㆍ김준석, 2021) 신용거래자 내에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위험추구 및 과잉확신 성향이 강한 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Jianakopolos & Bernasek, 1998; Barber & Odean, 2001), 여성 투자자의 경우 레버지지 활용에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 연령대별 신용거래자 비중은 40대(31%), 50대(30%), 30대(17%), 60대 이상(17%), 20대 이
하(5%) 순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구성 대비 저연령대 투자자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대

이하 신용거래자의 비중(5%)은 非신용거래자 비중(15%)의 1/3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대개 투자
경험이 적고 평균 보유자산 규모가 작은 젊은 투자자의 특성상 신용융자 활용에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산15 규모별 투자자 비중의 경우, 신용거래자 내 평균 1천만원 이하

인 투자자 비중이 37%로 가장 크고,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6%,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4%, 1억원 초과 13% 순이다. 평균 순자산 3천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가 63%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나 非신용거래자(77%)와 비교했을 때 14%p 낮아 상대적으로 신용거래는 투자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평균 1천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의 비
중도 꽤 높게 나타나 위험 감내 여력이 낮은 투자자도 신용융자를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1> 신규투자자 비중

<그림 Ⅳ-2> 성별 투자자 비중

주 : 자료기간 중 신용거래융자금 자료가 확인되는 2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5 분석기간 내 일간 투자자산의 평균값 기준. 투자자산 = 주식 및 ETP 평가금액 + 예수금 및 CMA잔고 – 담보대출, 미수금, 및 추
정 신용융자금(순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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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거래자의 투자성과
신용거래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만족할만한 투자성과를 달성했을까? 분석기간 동안 신용거

래자의 투자성과는 유형별 합산 포트폴리오의 누적시간가중 수익률(cumulative time-weighted return)로 산출한다. 누적시간가중 수익률은 포트폴리오의 일간 수익률을 누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의 유출입 영향을 제거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수익률 척
도다. 일간 수익률16의 경우 투자자 유형별 일간 합산 포트폴리오 평가금액과 거래대금을 이용하

여 계산하며,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일간 수익에서 거래비용(거래세, 거래수수료, 신용이자17)

을 차감한다. 거래비용 중 신용이자는 신용포
지션에만 적용되며, 당일 매수ㆍ매도한 신용

<그림 Ⅳ-3> 신용거래자 누적 수익률 추이

포지션(일중거래)의 이자비용은 각 증권사별
신용이자 적용방식을 참고한다.18

<그림 Ⅳ-3>은 신용거래자의 현금 및 신용포

지션의 누적시간가중 수익률을 나타낸다. 대
체로 시장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19과 유

사한 추이를 보이며, 신용거래자의 현금포지
션은 시장 수익률을 소폭 상회, 신용포지션은
시장 수익률을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하지만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현금포지션

주 : 1) 신용거래자의 현금 및 신용포지션별 누적시간가중 수익률
추이

2) 점선은 각 포지션별 거래비용을 차감한 누적시간가중 수익
률을 나타냄

은 9.2%, 신용포지션은 2.1%로 동기간 시장 수익률(16.4%)을 크게 하회하며, 포지션간 수익률
격차는 크게 확대된다. 분석기간 누증된 거래비용과 신용거래에 포함되는 신용이자의 영향이 컸
던 것으로 해석된다.

16 일별 합산 포트폴리오의 평가금액을
신용융자이자율을 차감한다.

,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을 각각

,

라 하면,

일의 수익률은

로 정의된다.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분자에서 증권거래세와 위탁매매수수료율,

17 거래세는 2020년 증권거래세인 25bp를 일괄 적용하고, 위탁매매수수료율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증권사의 2020년 사업보
고서에 공개된 코스닥시장 위탁매매대금과 위탁매매수수료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수수료율을 추정한다. 또한 개인별 신용
융자 잔액을 추정하여 융자기간에 따라 신용이자를 일률화하여 일별로 적용하는데, 각 증권사별 신용이자율은 금융투자협
회 공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18 통상 신용융자 이자 적용기간에 융자 당일(이자가산일)은 경과일수에서 제외되나, 일중거래에 1일차 이자를 부여하는 증권
사의 경우 1일치 이자비용만큼 차감한다. 또한 경과기간 1일 이상에 대한 신용이자를 산출할 때, 융자금 추정을 위해 일괄적
으로 증거금율을 50%로 설정한다. 증거금율을 변경해도 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없음을 밝혀둔다.
19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가중평균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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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신용거래자 누적수익률

<그림 Ⅳ-5> 신용거래자 유형별 누적수익률

주: 투자자 유형별 합산 포트폴리오의 분석기간 누적시간가중 수익률 기준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그림 Ⅳ-4>는 신용거래자와 非신용거래자의 포트폴리
오 누적수익률을 나타낸다. 거래비용을 제외할 경우 신용거래자가의 투자성과는 非신용거래자

보다 4.1%p 낮은 15.8%이며, 거래비용을 포함하면 신용거래자의 누적수익률은 5.9%로 非신용

거래자보다 10.4%p 낮다. 신용거래자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성과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용거래자 세부유형별 누적수익률을 살펴보면(<그림 Ⅳ-5>), 거래비용

을 포함할 경우 신규투자자, 20대 이하 젊은 투자자, 남성 투자자, 평균 투자자산 3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확인되며, 수익률 격차는 성별 격차가 가장 낮고 투자자산
규모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특히 신규투자자, 평균 투자자산 3천만원 이하의 투자자와 20

대 이하의 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신용포
지션만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평균 자산 1천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저

조하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소액투자자는 레버리지 활용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분석에서는 신용거래자의 투자성과를 합산하여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신용거래자 개인

단위에서 투자성과를 살펴보자. 개인별 수익률은 김민기ㆍ김준석(2021)에서 활용한 내부수익

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기반으로 한다.20 <그림 Ⅳ-6>은 신용거래자와 非신용거래자의
20 내부수익률은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영한 금액가중 수익률 개념으로, 투자자별로 아래 수식을 만족하는
수익률 을 산출한다. 내부수익률은 일간(daily) 기준이다.

투자기간이

14

이며,

,

,

,

는 각각 시점의 종가기준 포트폴리오 평가금액, 매수대금, 매도대금, 거래비용을

개인투자자 신용융자거래 현황과 특징 분석 및 시사점

수익률 분포를 보여준다. 신용거래자 수익률 분포의 중앙값이 0%로, 신용거래자 중 약 절반은
거래비용을 포함해도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두 그룹 모두 투자자간 수익률 격

차가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 신용거래자간 수익률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가령 신용거래자의
하위 10%는 –1.25%(연 –95.6%21), 상위 10%는 0.92%(연 864%)이며, 非신용거래자의 경우 하

위 10% -0.77%(연 –85.2%), 상위 10% 0.46%(연 212%)이다. 신용거래자 중에는 매우 높은 수익
률을 달성한 투자자도 있는 반면, 매우 열악한 성과를 보인 투자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수익률 분포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신용거래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수익률에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투자자간 투자시점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로 분석해도 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자 중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 투자자 비중을 살펴보자. 신용융자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는 신용포지션의 순이익이 0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체 신용거래자 중

33.5%는 신용포지션을 통해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신용
거래자 중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한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유형별로 살펴보
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나, 기존 투자자, 고령 투자자, 고액 투자자 내에 신용포지션
이 양(+)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그림 Ⅳ-7>). 반면 신규 투자자 및 20대 이
하 투자자의 75%가 신용융자 활용을 통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투자경험이 다소 부족한 투

자자 그룹 내 4명 중 3명이 신용거래를 통해 손실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리비용을 고

려할 경우 신용포지션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시장수익률을 크게 하회하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
투자자의 비중이 낮게 확인된다. 또한 분석기간이 대체로 상승장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
중 다수는 신용거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나타낸다.

와

21 연환산 수익률 =

는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평가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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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신용거래자 수익률 분포

<그림 Ⅳ-7> 투자자 유형별 신용포지션 수익 비중

주� 1) 투자자별 일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기준

2) 신용포지션 수익을 포함한 순수익(net profit)을 기준으로 함

3. 신용거래자 투자행태
본 절에서는 앞선 신용거래자 투자성과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신용거래자의 투자행태를 투자

자 유형별로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빈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분석에 앞서 신용거래자가 신용
융자로 매수한 포지션 비중을 투자자 유형별로 확인해보자. 신용거래자의 합산 주식 평가금액 대

비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의 합산 평가금액의 비율(신용포지션 비중)은 전체 36.6%이다. 포지션
구축 시 보증금(증거금) 비중에 대한 자료가 부재해 분자에 해당하는 신용포지션은 보증금을 포함
한 합산 평가금액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순수한 신용포지션은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거래자 전체 담보자산(현금 자산ㆍ주식평가금액) 대비 융자금(증거금 포함)의 비중은 34.1%로
추정되는데, 이를 담보유지 비율로 환산할 경우 293%(=1/0.341)로 법정 최저 담보유지 비율22인

140%를 크게 상회해 전반적으로 신용거래자들이 융자금 대비 담보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최저 개시증거금인 40%를 현금(또는 대용자산)이라고 가정하면 융자금의

비중은 전체 20.5%(=34.1%× 0.6)으로 담보유지 비율은 488%(=1/0.205)로 늘어난다. 전반적으
로 신용거래자의 재무상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주가 하락 시 신용포지션
의 평가금액이 크게 감소해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임의상환(반대매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23

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서 정한 최소 담보비율(=담보평가금액/신용융자액)

23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위험 분석보고서(2021)에 따르면, 신용계좌 중 반대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좌의 비중은 27% 미만이며 연체율도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용계좌의 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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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기간 신용거래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특징을 확인해 보자. Ⅲ장 3절에서 실시한

시장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별종목의 투자위험도와 관련된 지표 중 기업 규모(size)를 활용한
다. 아래 <그림 Ⅳ-8>과 <그림 Ⅳ-9>는 상장주식을 시가총액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투자

자 그룹별 일평균 보유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신용거래자의 포트폴리오 내에는 대형주 46%, 중형

주 34%, 소형주 20%로 주식시장 내 대형주(81%), 중형주(13%), 소형주(6%)에 비해 중소형주가
월등히 과대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非신용거래자의 평균 보유비중과 비교할 시 소형주

와 중형주 투자비중이 각각 10%p, 8%p 높다. 신용거래자를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면 기존투자자,
20~30대 이하 젊은 투자자, 남성, 소액투자자에서 중소형주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그림 Ⅳ-9>). 특히 전체 개인투자자를 분석한 김민기ㆍ김준석(2021)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투자자 유형에서 신용거래자의 중소형주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 신용거래자는 평균적

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높고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용거래자의 신용
포지션은 현금포지션에 비해 중소형주 비중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형주의 경우 신용거

래에 차입 제약(margin constraints)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투자위험도의

대용치를 시장 베타와 고유 변동성으로 변경하여 분석해도 결과는 대체로 유사하다. 한편 신용거
래자는 의료섹터 종목을 非신용거래자 대비 2%p 높게 과다보유하는데, 추가적인 분석 결과 평균

투자자산 1천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의 의료섹터 신용포지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신용거래자
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8>
신용거래자 시가총액 규모별 보유 비중

<그림 Ⅳ-9>
신용거래자 유형별 시가총액 규모별 보유 비중

주: 월간 시가총액 상위 10%, 중위 30%, 하위 60%를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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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용거래자의 분산투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보유종목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적

으로 1종목을 보유한 신용거래자 비중이 6%, 1종목 초과 3종목 이하 43%, 3종목 초과 10종목 이

하 35%, 10종목 초과가 15%로 나타난다(<그림 Ⅳ-10>). 非신용거래자 대비 신용거래자의 분산
투자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자의 49%가 평균 3종목 이하를 보유

하고 있어 분산투자 수준이 낮은 신용거래자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신용거래자의 분산투자 수준
은 신규 투자자, 젊은 투자자, 남성, 소액투자자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그림 Ⅳ-11>). 앞선 포트
폴리오 구성의 특징과 레버리지를 고려하면 신용거래자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일반 개인투자자

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높은 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에 노출된 탓에 신용거래자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Ⅳ-10>
신용거래자 평균 보유종목수

<그림 Ⅳ-11>
신용거래자 유형별 평균 보유종목수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자의 거래행태를 거래빈도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분석에 앞서 신용거래

자의 거래대금 중 신용융자를 활용한 거래는 전체 약 38.6%로 추정된다. 앞서 신용포지션 비중
이 36.6%임을 고려하면, 신용거래자는 현금포지션보다 신용포지션을 자주 변경하는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신용거래자의 거래빈도는 거래회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거래회전율은 일별 매
수과 매도대금의 평균을 전일과 당일 포트폴리오 평가금액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통상 국

내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과잉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김민기ㆍ김준석, 2021), 과거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신용거래자는 더 높은 과신(overconfidence)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21). 또한 포트폴리오 리벨런싱 외 유동성 충격에 대한 예방적 매도(preemptive sales)와
같은 추가적인 거래유인이 있어, 신용거래자는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거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된다(Bia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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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자와 非신용거래자의 일간 거래회전율을 비교한 결과 신용거래자의 거래회전율은

17.7%로 非신용거래자의 거래회전율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그림 Ⅳ-12>). 연간으로

환산할 시 약 4,400%로 거래빈도가 굉장히 높아 앞선 성과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잦은 거래
가 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현저하다. 신용거래자 내 투자자 유형별 거래회전율을 살펴보

면, 신규투자자, 젊은 투자자, 남성, 소액투자자의 거래빈도가 높게 확인되는데(<그림 Ⅳ-13>), 이
는 전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김민기ㆍ김준석(2021)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패턴이나, 전반

적인 거래회전율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대 이하의 거래회전율은 33.2%, 평균 투자자산
1천만원 이하 소액투자자의 거래회전율은 49.8%로 이를 평균 보유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3일

(=1/0.332)과 2일(=1/0.498)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신용거래자의 일중거래(day trading) 비중
은 56.6%로 非신용거래자의 52.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신용거래자는 극단적인 단기투자성향

24

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선 Ⅳ장 2절의 투자성과 분석과 비교할 경우 거래가 잦은 투
자자 유형의 투자성과가 저조하며 거래빈도 수준 또한 매우 높아 신용거래자의 낮은 수익률은 과
잉확신과 같은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Ⅳ-12> 신용거래자 거래회전율

<그림 Ⅳ-13> 신용거래자 유형별 거래회전율

주: 거래회전율(%) = 일간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평균 / 전일ㆍ당일 주식 평가금액의 평균, 신용거래와 일반(현금)거래를 구
분하여 표시

24 일중거래 비중은 투자자별로 개별종목을 당일 매수ㆍ매도한 체결내역을 일중거래로 정의하여 전체 투자자 합산 거래대금
대비 일중거래금액 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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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 규모는 주요
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매우 빠
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신용융자잔고가 높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
고, 변동성, 베타가 높은 고위험 주식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을 살펴본 결
과 신용융자잔고가 높은 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향후 주식시장 하방위험이 가중될

시 이러한 고위험 종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셋째, 국내 신용거래자
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약 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험 감내 수준이 낮을 것
으로 예상되는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가 다수 신용융자거래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개
인투자자의 건전성이 다소 우려된다. 넷째,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신용거래자의 투자성과는 기
존 개인투자자를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세부 유형별로는 소액투자자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

아 이들은 신용거래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자
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양호하나, 투자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거래빈도가
매우 높게 확인된다. 또한 분산투자 수준도 낮아 신용거래자는 매우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투자행
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투자 수익률이 낮은 신규 투자자, 20대 이하 젊
은 투자자, 남성, 소액투자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신용거래자의 투자행태에는 과잉확신과 같은
행태적 편의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보고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 신용거래자 중에는 신용융자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투자자는 신용융자 활용에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되며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융자 규모는 이전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신용거래는 일종의 가수요이며 레버리지 수단으로써 투자자 효용과 주식시장 안
정성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과도한 사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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