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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stract>

According to IPO signaling theory, IPO underpricing is used under information 
asymme-try, where an issuing firm has better information on firm quality to signal 
the firm’s true value. This signaling is costly, but may enable the firm to return to 
the market and sell se-curities on better terms at a later date.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IPO signaling theory is that underpricing has a favorabl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size, and speed of subsequent security offerings. This study examines 
IPO signaling theory using an IPO sample in the KOSDAQ market. We consider the 
upper or lower price limit in Korea and define underpricing as the first-day return as 
well as the 10-day and 20-day return after IPOs. We examine the IPO samples in the 
KOSDAQ market to find that, consistent with the signaling theory, underpricing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seasoned securities. This result holds when 
we estimate the instrumental variable probit model and control for endogeneity. However, 
we find that the size and period taken for seasoned offerings a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underpric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to the IPO literature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IPO signaling theory in the Korean market. Furthermore, the 
finding that underpricing i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probability of seasoned 
securities offerings but not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size and time of such offerings 
has important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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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저가발행이이후공모에미치는영향*

2)

 

송 치 승 (원 학교 부교수)

 진 규 (동국 학교 부교수)**

< 요 약 >

IPO 저가발행의 원인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중 저가발행 

신호이론에 따르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IPO 저가발행은 이 발행기업이 우량기업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수단이며, 저가발행을 통해 향후 필요 자본을 더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닥 IPO를 대상으로 저가발행과 이후공모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저가발행 

신호효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내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하여 저가발행을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수익률과 상장 이후 10일, 20일 및 30일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가발행은 발행기업의 

IPO 이후 주식 또는 채권공모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호효과가 국내 IPO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후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가발행이 이후공모규모와 이후공모까지의 소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강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는 최초로 저가발행 신호효과에 

대하여 실증연구이며, 저가발행이 이후공모 가능성을 높이나 공모규모와 소요기간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학문적 및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단어 : IPO 저가발행, 이후공모, 신호효과, 벤처캐피탈, 인증효과

JEL 분류기호: G24, 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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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PO 가발행은 공모가 비 상장일 첫날 수익률 는 우리나라처럼 가격제한폭이 존재 

경우는 공모가 비 공모 후 단기수익률이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상을 의미한다. 가발행은 

세계 부분의 시장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인데, 미국의 경우 평균 10%～20%의 IPO 

기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발행 상은 랑스  독일 시장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는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Ljungqvist, 

2007).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30% 의 가발행 상이 나타나며, 일반 으로 활황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Park and Jeon, 2015).

가발행 상은 Ibbotson(1975)이 미스터리한 상으로 규정한 후 그 원인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발행의 가장 요한 원인으로 발행사, 주 사 그리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승자의 주(Rock, 1986), 공모가의 부분조정

(partial adjustment) 상(Benveniste and Spindt, 1989), 주 사와 발행사 간 리인문제

(Baron and Holmström, 1980),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심사인 신호효과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부터의 소송 험(Lee et al., 1996), 주 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시장 제도 ·법  요인도 가발행의 원인이 된다. 한 정보의 폭포(Informational 

cascades), 감정 (Sentimental) 투자자 등등 행태론  측면에서도 가발행의 원인이 설명되고 

있다(Ljungqvist et al., 2006 등).

본 연구는 이러한 가발행 원인  가발행의 신호효과를 국내 시장을 상으로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발행사와 투자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행사는 IPO 가발행을 

통하여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투자자에게 신호할 수 있는데 이를 가발행의 신호효과라고 

한다(Welch, 1989).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IPO 이후 투자자에게 인지되므로 미래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의 가발행은 투자자로 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에 

한 투자자의 호감이 높아지며 이후공모에서 보다 많은 자 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1) 한편 이러한 가발행의 신효효과는 가발행 비용이 이후공모 시 발생하는 

수익보다 작을 때 유의하게 발생한다. 비우량기업은 IPO 이후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 인지되므로, 

IPO를 가 발행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IPO 가발행을 

통하여 이후공모 시 좋은 조건으로 조달하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즉 비우량기업의 경우 

가발행 비용이 이후공모 시 발생하는 수익보다 크므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모방하여 

가발행을 신호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Allen and Faulhaber, 1989; Grinblatt and Hwang, 

1989). 가발행 신호이론은 Jegadeesh et al.(1993), Michaely and Shaw(1994), Francis 

et al.(2010) 등에 의해서 실증 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석결과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IPO 가발행 신호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닥 시장 IPO를 상으로 가발행 신호효과를 

1) 본 고에서는 IPO 이후 3년 동안 동일 발행기업의 주식 는 채권 공모를 “이후공모”로 정의하 다. 

한 주식공모(유상증자)를 별개로 분류하여 “이후 주식공모”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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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자 하 다. 가발행률은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하여 상장 첫날 수익률, 

그리고 상장 이후 10일, 20일, 30일 수익률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 다.2) 

먼  가발행이 IPO 이후 3년 동안 주식 는 채권공모 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Logit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첫날 수익률은 이후공모 여부에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상장 후 10일  20일 수익률은 유의한 정(+)의 계를 보 다. 이는 IPO 시 발행사가 가발행을 

함으로써 기업에 한 투자자의 호감을 제고하여 이후 자본조달을 더욱 수월하게 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가발행과 이후공모에 한 의사결정이 상호의존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두 변수 간 내생  계가 존재할 수 있다(Michaely and Shaw, 1994).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하여 IV(instrumental variable) probit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한 결과 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 간 정(+)의 계는 유지되었다. 한, 이후공모를 시행한 기업은 IPO 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발행률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가발행의 신호효과를 체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발행이 이후공모 발행규모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Heckman 표본선택편의(selection bias)  OLS를 추정한 결과 가발행률과 발행규모 

 소요기간 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IPO 가발행 신호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IPO 가발행의 신호효과에 한 

최 의 실증연구라는데 공헌 이 있다. 가발행이 이후공모 가능성을 높이는데 반하여 이후공모의 

규모와 소요기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학문  는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가발행 신호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토 로 가설을 설정하 다. 제 3장은 데이터 구성  연구 모형에 하여 기술하 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으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 다. 

2. 선행연구및가설설정

2.1 IPO 저가발행과 신호효과

IPO 가발행(IPO underpricing)은 공모가와 상장일 종가 간 수익률로(최 수익률) 측정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일일 가격제한폭이 있는 경우 3일 는 1주일 등의 단기 수익률을 측정하기도 

한다. IPO 가발행 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도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를 들면 2014년 9월 알리바바(Alibaba)의 경우 공모가가 68달러 으며 상장일 당일 종가는 

93.89달러로 38.1% 수익률을 보 다. J. Ritter 로리다 학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0년

부터 2013년까지 IPO 평균 최 수익률은 59.3%이다.3) 

2) 본문에서 언 된 기수익률은 가발행률과 동일한 개념이다. 

3) J. Ritter 교수의 홈페이지(https://site.warrington.ufl.edu/ritter/ipo-da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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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평가가 가장 높은 시장은 평균 최 수익률 264%를 보인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국도 118.4%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평균 최 수익률은 16.9%, 

일본도 41.7%를 보이는 등  세계 으로 IPO 가발행은 일반 인 상이다. 다만 가발행의 

정도는 기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1999～2001년 인터넷 버블기간  극단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8～2009년 로벌 융 기 기간에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 IPO 가발행은 

선진자본시장보다 신흥시장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IPO 가발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가발행의 원인을 크게 정보비 칭, 

제도  원인, 기업지배권, 그리고 행동재무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많은 선행연구들은 

발행사, 주 사 그리고 투자자 간 정보비 칭이 가발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 다(Ljungqvist, 

2007). 정보비 칭 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  Rock(1986)은 정보를 많이 가진 

투자자들은 평가된 우량기업의 공모주만 선별 으로 투자하는 데 반하여,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상 으로 우량 공모주 보다는 부실 공모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이러한 승자의 주(winner’s curse) 문제로 인하여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IPO 시장에 참여를 꺼리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자들을 시장에 유인하기 하여 

공모가격을 할인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승자의 주는 투자자간 정보의 이질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Michaely and Shaw(1994)는 이러한 이질성이 낮을수록 승자의 주 효과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 다.

주 사가 공모가를 결정하기 하여 사 에 투자자의 수요를 악하게 되는데 사 시장(pre-

market)을 열어서 투자자(주로 기 투자자)의 매수의사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 사는 

상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공모가를 상향조정하고 상수요가 을 경우에는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수정한다. 이때 요한 은 주 사가 투자자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하여 

그 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의 지불방법으로 상수요가 많을 경우의 가격 상향조정 

폭을 여서 그 차액을 보 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정보의 부분  수용가설이라고 한다 

(Benveniste and Spindt, 1989). 그러나 사 시장에서 가격 의에 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상기 이론에 한 실증분석은 매우 제한 일 수밖에 없다. Cornelli and Goldreich 

(2001, 2003)은 유럽 투자은행들의 실제 IPO 기록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는 체로 Benveniste 

and Spindt의 가설과 일치한다.

주 사와 발생사 간 리인문제와 련하여 Loughran and Ritter(2003)에 따르면 주 사는 

공모가를 최 한 상향하여 발행사의 부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주 사의 이해로 특정 투자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 발행사의 임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고 미래 인수업무를 

배정 받는 것 등이 있다. Biais et al.(2002)도 수요조사 과정에서 주 사와 주요 기 투자자들 

간 담합의 가능성을 제기하 는데 이 역시 발행사의 이해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Ljungqvist and Wilhelm(2005)은 발행기업이 주 사의 실사  마 활동들에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모가산정에 한 상에 극 으로 임하 을 때 이러한 리인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 다. Ljungqvist(2003)는 주 사에 한 보상 등 계약조건이 리인 

비용을 완화시키는 요 요인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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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보불균형을 토 로 IPO 가발행을 설명한 이론  본 연구와 련이 깊은 

이론은 가발행에 한 신호효과이론이다. 본 신호이론에서는 발행사가 외부투자자에 비해 

기업가치에 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 칭 하에서 

가발행은 기업 내재가치에 한 신호로 사용될 수 있다(Ibbotson, 1975; Welch, 1989). 미래의 

내재가치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기업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기 하여 가발행을 함으로서 

정보비 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미래 내재가치가 낮은 기업은 가발행의 비용이 매우 크므로 

모방하기가 어렵다.4) 한 미래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은 이러한 IPO 가발행을 통하여 기업에 

한 투자자의 신뢰와 만족을 증 시킨 다음 향후 추가 자본조달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발행으로 인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Allen and Faulhaber, 1989; Grinblatt 

and Hwang, 1989).

한편 발행기업이 자신의 가치에 하여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도구로 가발행 뿐만 아니라 

명망있는 주 사(Booth and Smith, 1986), 외부회계감사인(Titman and Trueman, 1986), 

그리고 벤처캐피탈(Megginson and Weiss, 1991; Lin, 1996; Kim and Jun, 2017 등)로부터의 

가치에 한 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 들이 인증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가발행에 한 동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가발행의 신호효과에 한 실증분석은 이후공모의 여부, 가격, 공시효과 등이 IPO 

가발행과 양(+)의 계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Jegadeesh et al.(1993)은 유상증자의 여부 

 규모가 IPO 가발행과 양(+) 계가 있음을 보 는데 경제  유의성은 매우 작게 나타났다. 

더구나 가발행 보다 IPO 이후의 수익률이 훨씬 더 유의한 변수임을 보 다. Michaely and 

Shaw(1994)는 가발행과 이후공모에 한 의사결정은 상호의존 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하여 동시추정(simultaneous estimation)모형을 추정하 다. 추정결과 

가발생과 이후공모 간 유의한 계를 발견하지 못하여 Jegadeesh, Weinstein and Welch의 

결론과 같이 가발행 신호이론 한 실증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Francis et al.(2010)은 

정보불균형이 높은 분할된 시장에서 가발행에 의한 IPO 신호효과가 존재함을 보 다.

Welch(1996)는 유상증자까지의 기간에 한 결정은 내생 으로 결정되며,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자신의 가치가 노출되기를 원하므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따라서 

IPO 가발행과 이후 증자 간 기간은 양(+)의 계가 있으며, IPO 이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 Jegadeesh et al.(1993)와 Slovin et al.(1994)은 IPO 

가발행이 유상증자 공시 시 주가반응에 정  효과를 미친다고 하 다. 이는 IPO 가발행의 

신호효과와 일치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발행이 기업가치의 신호로 작용한다면 

구주주는 IPO 시 자신의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매도를 지양할 

것이다. 

4) 신호이론은 우량기업이 열등한 기업보다 가발행률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량

기업이 가발행을 하는 동기  하나로 이후공모에서의 효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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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IPO 가발행 신호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PO 시장의 정보비 칭 하에서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기 

하여 가발행을 통해 투자자로 하여  높은 기수익률을 얻게 함으로서 기업에 한 신뢰와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Welch, 1989; Allen and Faulhaber, 1989; Grinblatt and Hwang, 

1989). 이는 미래 주식의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고 발행사는 원활한 추가 자본조달로 

부터 가발행에 의한 비용 보다 높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가발행 신호효과가 제시하는 

실증  함의는 가발행이 클수록 이후공모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발행이 높은 발행기업 일수록 이후공모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공모를 통해 더 많은 자 을 조달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다만 

IPO 이후 이후공모까지의 소요기간의 계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가발행을 통해 IPO 

이후 필요자본을 더욱 빨리 조달하려한다는 가설이 성립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재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자신의 가치가 노출되기를 원하므로 추가 자본조달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Welch, 1996). 이는 실증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발행사가 자신의 내재가치를 시장에 보내는 신호의 도구로 가발행 뿐만 아니라 명성이 

높은 주 사와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 등이 있다. Carter and Manaster(1990)와 Megginson 

and Weiss(1991)는 명성이 높은 주 사일수록 충실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발행을 

낮춘다고 하 다. 반면에, 명성이 높은 주 사일수록 IPO에 투자한 고객들의 부를 높이거나 

IPO 물량의 빠른 소진을 하여 오히려 가발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Loughran and Ritter, 2003). 벤처캐피탈이 투자기업에 해 가치인증과 정보 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은 투자 IPO 벤처기업의 공모가격이 과소하게 설정되는 공모주 

가발행을 낮추는 인증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인증효과를 발견한 연구로 

Megginson and Weiss(1991), Lin(1996), Belghitar and Dixon(2012) 등이 있다. 반면에 

벤처캐피탈은 인증역할 보다는 조기업 을 과시(grandstanding)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Lee and Wahal, 2004). 국내연구도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에 한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Lee et al.(2010), Oh and Han(2014), Song and Lee(2018) 등은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있음을 보 으나, Jang and Khil(2000), Kim and Park(2013) 등은 인증효과를 

발견하지 못하 다.

가발행 신호이론에 따르면 가발행 상은 발행기업은 자신의 가치에 한 신호를 보내기 

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고의 으로 낮게 책정하게 되는데, 벤처캐피탈이 인증역할을 히 

수행한다면 발행기업의 고의 인 가발행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인증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이후공모 가능성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지는 실증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가발행의 원인이 이후공모를 수월하게 하기 한 동시 의사결정이라면 

(Michaely and Shaw, 1994) 가발행과 이후공모 간 내생  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정식에서 한 내생성의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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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가설 1: IPO 가발행이 큰 발행기업일수록 IPO 이후 주식 는 채권 공모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IPO 가발행이 큰 발행기업일수록 IPO 이후공모까지의 기간이 짧고 이후공모 규모가 

클 것이다.

가설 3: 의 가설 1과 가설 2와 같은 IPO 가발행의 신호효과는 벤처캐피탈의 인증역할이 

고려될 경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3. 연구자료,분석모형및단순통계량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동안 코스닥에 상장한 IPO 

기업 에서 재무제표가 구비된 기업을 상으로 융업종, 지주회사 출범에 의한 재상장  

분할상장기업, 스펙상장, 그리고 국계 상장기업은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는 코스닥 IPO 870건에 

한 정보는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에서 개별 추출하 다. 

신규 공모기업의 가발행에 한 선행연구에서 해외연구는 부분이 상장 첫날 수익률(공모가 

비 상장 첫날 종가의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제도(2015년 

까지 ±15%, 이후 ±30%)를 운용하고 있어 상장 첫날 수익률로 기수익률 측정 시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장 첫날 수익률, 그리고 상장 10일, 20일  30일 동안 

수익률을 기수익률로 사용하 다.5)

한편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통  캐피탈과 기업벤처

캐피탈이 실제로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 다. 미국 시장에서 벤처기업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으로 정의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일반 으로 벤처특별법으로 지정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한다.6) 그러나 벤처캐피탈이 실제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 IPO 련 국내 연구들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2015년까지 ±15%, 이후 ±30%)를 감안하여 IPO 

가발행을 상장 첫날 수익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기간 수익률을 사용하 다. Lim et al.(2016)은 

첫날 수익률과 더불어 상장 후 3일 는 5일 수익률을 사용하 으며, Byun and Cho(2011)도 IPO 

평가 상 측정을 해 상장당일 수익률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수익률을 사용하 다. 

Lee(2015)는 공모주 발행가격 비 상장 이후 21일 종가수익률을 상장 기수익률로 정의하 다.

6) 통  벤처캐피탈이란 재무  목 의 투자자로서 한국에서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융회사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 일반기업이 자체의 자본 을 가지고 창업이나 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를 기업벤처캐피탈이라고 칭한다. 한편, 벤처특별법 제2조 2항에 벤처기업에 한 정의로 

①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 (창투사  신기술 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액이 자본 의 10% 이상이고 5,000만 원 이상인 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기술평가보증· 출기업: 기술보증기 의 보증 는 소기업진흥공단의 출을 받은 기업으로 보증·

출 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총자산의 5% 이상인 기업 등이 벤처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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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에서 정의된 연구기업 등은 벤처캐피탈의 인증과 련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 다.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여부, 공모 규모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 등 자료는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에서 개별 추출하 다. 한 재무  주가자료는 에 엔가이드(FnGuide)에서 

제공하는 DataGuide에서 획득하 다.

<표 1> 코스닥 IPO 연도별 분포 및 저가발행률

Panel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2000년부터 2015년 말까지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 된 IPO 

 벤처캐피탈 지원에 한 연도별 분포이다. Panel 2는 체표본과 상장 첫날 수익률 크기의 순서 로 

구성된 4개의 집단(FR1→ FR4)을 상으로 가발행률에 한 측정치인 첫날 수익률, 그리고 상장 10일, 

20일  30일 동안 수익률의 분포를 보여 다.

Panel 1: 코스닥 IPO 연도별 분포

연도 코스닥시장 IPO 수 벤처캐피탈 지원 IPO

2000 94 38

2001 95 55

2002 93 40

2003 46 30

2004 38 25

2005 51 29

2006 42 31

2007 58 37

2008 30 25

2009 49 34

2010 48 29

2011 52 33

2012 20 19

2013 33 24

2014 56 47

2015 65 55

합계 870 551

Panel 2: 가발행률 분포

가발행률 체표본
첫날 수익률 크기 순서에 따른 IPO 집단

FR1 FR2 FR3 FR4

첫날 수익률 평균 0.4632 1.3026 0.4013 0.1912 -0.0513

　 앙값 0.3375 1.0000 0.3029 0.1268 -0.0429

상장 10일 평균 0.4329 1.1818 0.4265 0.2018 -0.0818

앙값 0.3096 1.0560 0.3740 0.1520 -0.1033

상장 20일 평균 0.4120 1.0819 0.4271 0.2215 -0.0858

　 앙값 0.2939 0.9777 0.3640 0.1171 -0.0831

상장 30일 평균 0.4102 1.0589 0.4456 0.2047 -0.0716

　 앙값 0.3063 0.9391 0.3792 0.1358 -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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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Panel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으로 2000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 된 

870건의 IPO에 한 연도별 분포이다. 한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통하여 공개된 IPO를 분리하 다. 총 870건의 IPO  551건(63.33%)이 

벤처캐피탈의 지원에 의하여 상장되었음을 보여 다. 벤처캐피탈 지원 IPO는 통  벤처캐피탈과 

기업벤처캐피탈의 지원에 의하여 상장된 IPO이다. Panel 2는 가발행률 측정치인 첫날 수익률과 

상장 후 10일, 20일  30일 동안 수익률을 보여 다. 체표본에서 첫날 수익률의 평균은 

46.32%로 상장 10일(평균 43.29%), 20일(평균 41.2%)  30일(평균 41.02%) 동안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타 상장 이후 단기간 수익률에 비해 가발행이 첫날 수익률에 충분히 

반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첫날 수익률 크기 순서 로 구성된 4개의 IPO 집단(FR1～FR4)의 

가발행률 측정치를 보면, 와 같은 상은 첫날 수익률이 매우 높은 FR1 집단과 매우 낮은 

FR4 집단에서 유의하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즉 첫날 수익률이 간수 인 FR2와 FR3 

집단에서는 첫날 수익률보다 상장 10일과 상장 20일( 는 상장 30일)의 수익률이 더 높다. 

이는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할 때 첫날 수익률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단기간 수익률도 

가발행율의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표 2> 코스닥 IPO 이후 3년간 SPO 현황

아래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2000년부터 2015년 말까지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 된 IPO  

IPO 3년간 SPO 황이다. 채권  주식 공모 여부와 IPO 당시 벤처캐피탈 지원여부(VC= 1)를 구분하 다. 

횟수
채권 주식 채권 & 주식

VC = 1 VC = 1 VC = 1

 1 16 11 117 61 20 15

 2 10 8 12 9 9 8

 3 6 6 6 3 2 2

 4 3 3 1 1 2 2

 5 1 1 1 1

 6

 7 2 1

 8

 9

10 1 1

합계 39 31 136 74 34 28

<표 2>는 2000년부터 2015년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 된 IPO  상장 후 3년 동안 채권 

혹은 주식을 공모한 기업들의 수이다. 39개 기업들은 IPO 이후 한 번 이상 채권을 공모 하 으며, 

136개 기업들은 한 번 이상 주식을 공모하 다. 한 34개 기업들은 한 번 이상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공모하 다. 한 채권 공모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은 IPO는 31건(79.49%), 주식 

공모의 경우 74건(54.41%),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공모하는 경우 28건(82.35%)이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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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모형

먼  기수익률이 이후공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logit 모형을 

추정한다.


   ·저가발행률  

여기서      _
  

   
  

 (1)

여기서 SPO는 IPO 이후 3년 이내 주식 는 채권 공모가 있을 경우 1의 값을 갖으며, 그 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한 이후공모  주식공모가 발생했을 경우 1의 값을 

갖는 SPO_Stock 변수도 추가로 고려하 다. 가발행률의 측정치로 상장 첫날 수익률, 그리고 

상장 후 10일과 20일 수익률을 사용하 으며, 부가 으로 상장 후 30일 수익률을 사용하 다. 

X는 통제변수의 집합으로 IPO 직  부채비율(자기자본
부채

), 수익성(=매출액
당기순이익

)과 주 사명성

(매년 인수업무 수주 기  상  5  이내일 경우 1, 아니면 0), 발행규모( 총발행액) 그리고 

업종더미변수를 포함한다.7)

한편, Michaely and Shaw(1994)은 가발행률이 큰 기업은 IPO 후 이후공모 가능성이 

낮으며, 가발행률이 낮은 기업은 기업공개 이후 수익성과 배당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 다. 

즉, 이후공모에 시행 계획이 공모가 산정에 한 의사결정 시 반 된다는 것이다. 이과 같은 

결과는 가발행과 이후공모 간 내생  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내생성을 통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 IV probit(instrumental variable probit) 모형을 추정한다(Wooldridge, 

2002).8)

                     1단계: 저가발행률    (2)

2단계: 
   ·저가발행률  

여기서      
  

   
  

 

7) 통제변수  기업규모변수는 발행규모와 상 계가 매우 높아(0.75)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귀식에서 제외하 다. 다 공선성 추정치인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logit 등 비선형회귀모형에서는 정의되지 않으므로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한 다 공선성 

진단결과, ln(총자산)을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들의 다 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ln(총자산)의 Tolerance는 0.0585이며 VIF(=1/Tolerance)는 17.11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IV probit 모형이 일반 인 2SLS(2 stage least squared) 모형과 다른 은 1단계 회귀식에서 구한 

종속변수의 측치를 2단계 본 식에 사용하지 않고 잔차를 사용한다는 인데 그 이유는 본 식인 

2단계 회귀식이 비선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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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는 도구변수의 집합이다. 도구변수는 1단계 종속변수인 기수익률과는 유의한 계가 

있고 2단계 종속변수인 이후공모 여부와는 유의한 계가 없어야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구변수로 동종업계의 평균 기수익률과 같은 해에 발생한 IPO의 평균 기수익률을 

사용하 다.9) X는 식 (1)에서 제시된 통제변수의 집합이다.

가발행 신호이론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 2에 의하면 기수익률은 이후공모여부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공모의 규모에 정(+)의 향을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에 부(-)의 

향을 미친다. 여기서 이후공모 규모와 이후공모까지의 소요기간은 이후공모를 시행하 을 

때만 찰되는 단변수들(truncated variables)이다. 한편 Michaely and Shaw(1994)에 따르면 

이후공모 시행여부가 가발행에 한 의사결정과 동시에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후공모를 실시한 

발행사의 표본은 무작 가 아닐 수 있다. 만약 이후공모 시행 표본이 무작이가 아니라면, 단순 

OLS을 사용할 경우 추정 편의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생성을 고려하여 Heckman 표본선택 

편의(selection bias)모형을 추정한다(Heckman, 1976, 1979). 

                   ·초기수익률    (3)

여기서      
  

   
  

   _    ·초기수익률  

여기서 SPO_proceeds는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발행규모의 자연로그 값이다. 

SPO_periods는 IPO에서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까지 소요된 개월 수의 자연로그 값이다. 

이다. X는 식 (1)에서 제시된 통제변수의 집합니다. 는 1
st
 step에서 추정한 Inverse of Mill’s 

Ratio로 


 ·초기수익률   

 ·초기수익률   

로 정의된다. 1st step 로빗모형은 모든 찰치를 포함하며, 2nd step의 OLS 회귀분석은 

이후공모(혹은 이후주식공모)가 발생한 표본만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식에서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단순 OLS 사용 시 추정 편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OLS와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의 추정결과는 같다. 

3.3 기술적 통계

<표 3>은 IPO 이후공모여부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상장직  주요 재무 황을 보여 다. 

Panel 1은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이후공모여부를 분류한 결과이며 Panel 2는 주식 공모만을 

9) 회귀분석 결과 도구변수들은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논문에서는 도구변수 요건에 

한 검증 결과는 지면제약으로 인해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5호 (2019)

601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Panel 1에서 IPO 이후공모를 하지 않은 기업군(SPO = 0)이 이후

공모를 시행한 기업군(SPO = 1) 보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Panel 

2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부채규모를 제외하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규모와 

수익성이 유의하게 높다. 즉 이후공모가 없는 집단은 높은 수익성과 규모로 인해 자본의 내부조달 

능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규모와 수익성이 상 으로 낮은 이후공모 시행 기업들은 

도입기 는 성장기 기업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래 투자처가 상 으로 

많고 내부유보 이 낮으므로 회사채나 주식발행에 의한 외부조달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해석은 Panel 2에도 용된다. 즉 기업 규모와 수익성이 상 으로 낮은 기업은 

외부조달  주식발행에 의한 자 조달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3> 이후공모여부별 IPO 기업의 재무현황

아래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코스닥 IPO 표본에서 이후공모를 시행한 집단(SPO= 1)과 하지 않은 집단(SPO 

= 0) 간 주요 재무변수를 비교하 다. Panel 2는 이후공모  주식공모(SPO_Stock)만을 분리하여 

분석하 다. 이상치에 의한 향을 고려하기 하여, 각각 3%와 97%에서 winsorizing하 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체 표본 (단 : 억 원)  

변수 SPO = 0 SPO = 1 t-test Wilcoxon test

매출액

평균 404.3 334.9

2.32
**

-2.58
***

표 편차 348.6 307.7

앙값 278.6 246.3

순이익

평균 45.1 34.7

3.67*** -4.19***표 편차 35.5 31.4

앙값 34.1 25.5

업이익

평균 56.2 43.0

3.66*** -4.02***표 편차 46.2 39.5

앙값 41.6 31.5

업활동

흐름

평균 46.9 31.0

3.73
***

-4.40
***

표 편차 53.8 47.2

앙값 33.0 19.6

총자산

평균 344.9 286.3

2.53** -3.25***표 편차 286.8 257.4

앙값 251.1 195.5

부채

평균 153.1 144.8

0.59 -0.90표 편차 163.1 161.5

앙값 99.4 89.9

자기자본

평균 190.3 143.2

4.05
***

-4.66
***

표 편차 153.7 126.1

앙값 144.1 104.0

찰치 62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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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후공모여부별 IPO 기업의 재무현황(계속)

Panel 2: 주식공모 표본 (단 : 억 원)

변수 SPO_Stock = 0 SPO_Stock = 1 t-test Wilcoxon test

매출액

평균 406.7 323.7

3.02*** -3.00***표 편차 349.7 299.1

앙값 279.1 238.4

순이익

평균 45.1 34.3

3.76*** -4.43***표 편차 35.4 31.6

앙값 34.1 24.2

업이익

평균 56.3 42.5

3.79*** -4.29***표 편차 46.1 39.7

앙값 41.8 30.4

업활동

흐름

평균 46.9 30.9

3.72*** -4.39***표 편차 53.8 47.1

앙값 33.0 19.6

총자산

평균 346.6 278.2

2.97*** -3.66***표 편차 287.4 252.2

앙값 252.7 285.3

부채

평균 154.8 138.1

1.16 -1.40표 편차 164.8 153.9

앙값 99.9 88.4

자기자본

평균 190.3 141.9

4.12*** -4.91***표 편차 153.3 127.1

앙값 144.5 102.6

찰치 631 160

4. 실증분석결과

4.1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표 4>는 IPO 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와의 계를 나타낸 단일변량분석 결과이다. Panel 

1은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이후공모여부, Panel 2는 주식 공모만을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코스닥 시장은 일일 가격상한제가 존재하므로 IPO 기수익률을 계산하기 하여 공모가와 

상장일 종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상장 후 10일, 20일, 그리고 30일 수익률을 사용하 다. Panel 

1에서 SPO = 1 기업군의 기수익률은 상장 SPO = 0 기업군의 기수익률 보다 당일 수익률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식공모여부로 분류한 Panel 2의 결과도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일변량분석의 결과는 가발행이 신호로 작용하여 이후

공모를 보다 수월하게 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만 본 결과는 이후공모여부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다 회귀분석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 

가발행과 이후공모 간 계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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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단일변량분석

아래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코스닥 IPO 표본에서 이후공모를 시행한 집단(SPO= 1)과 하지 않은 집단(SPO 

= 0) 간 주요 수익률을 비교하 다. Panel 2는 이후공모  주식공모(SPO_Stock)만을 분리하여 분석하 다. 

IPO 기수익률( 는 가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  상장이후 10일, 20일, 그리고 3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체 표본

가발행률
SPO = 0 SPO = 1

t-test Wilcoxon
평균 앙값 평균 앙값

첫날 수익률 0.4498 0.3223 0.5137 0.4561 -1.44 1.99**

상장 10일 0.4060 0.2859 0.5403 0.4580 -2.32** 2.63***

상장 20일 0.3850 0.2597 0.5195 0.4203 -2.36** 2.86***

상장 30일 0.3827 0.2714 0.5196 0.4634 -2.57** 2.95***

Panel 2: 주식공모 표본

가발행률
SPO_Stock = 0 SPO_Stock = 1

t-test Wilcoxon
평균 앙값 평균 앙값

첫날 수익률 0.4519 0.3248 0.5069 0.4495 -1.24 1.79*

상장 10일 0.4080 0.2878 0.5353 0.4293 -2.18** 2.49**

상장 20일 0.3869 0.2610 0.5153 0.4171 -2.23* 2.72***

상장 30일 0.3838 0.2784 0.5187 0.4633 -2.51** 2.87***

<표 5>는 IPO 가발행이 이후공모 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logit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기수익률 변수로 먼  해외문헌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공모가 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을 

사용하 으며, 국내 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하여 상장 후 10일  20일 수익률을 사용

하 다. Panel 1은 IPO 이후 3년 이내 발생한 이후공모를 상으로, Panel 2 는 Panel 3은 

각각 IPO 이후 2년 는 1년 이내 발생한 이후공모를 상으로 분석하 다. 먼  상장첫날 

수익률은 이후공모 여부 는 이후 주식공모 여부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하여 기수익률을 상장 후 10일과 20일 수익률로 정의하 을 때 기

수익률은 이후공모 여부에 10% 유의수 에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수익률은 이후 주식공모 가능성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O 기업이 

가발행을 자신의 내재가치에 한 신호로 사용하여 향후 추가 공모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일치한다. 모든 회귀식에서 기업의 버리지가 높을수록 이후공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부채수용력(debt capacity)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 공모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Yoon, 2016). IPO 발행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자 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후공모 여부와 유의한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 간 내생  계를 통제하기 하여 IV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10) 분석결과는 logit 모형을 추정하 던 <표 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장 

첫날 수익률은 이후공모 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는데 이는 가격제한폭제도로  

10) IV probit 분석결과는 지면제약 상 1단계 회귀식 추정결과는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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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logit 회귀분석

아래 표는 가발행률이 이후공모 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logit 회귀분석 결과이다. IPO 기수익률

( 는 가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과 상장이후 10일  2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버리지는 

IPO 시 부채/자기자본, 수익성은 당기순이익/매출액이며, 주 사 명성은 주 사가 해당 년도 실  상  

5  내 있을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Ln(발행규모)는 총 발행규모(gross proceeds)의 로그값이다.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 으며, [  ]안 숫자는 t 는 z값을 나타낸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IPO 이후 3년 이내 발생한 이후공모 분석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첫날 수익률 0.1403 0.1199

[1.09] [0.96]

상장 10일 0.2540* 0.2438*

[1.76] [1.83]

상장 20일 0.2470* 0.2386*

[1.72] [1.78]

버리지 0.2889** 0.2872** 0.2821** 0.2253* 0.2241* 0.2193*

[2.27] [2.27] [2.23] [1.71] [1.71] [1.67]

수익성 -1.3108 -1.2670 -1.2766 -1.2901 -1.2431 -1.2525

[-0.99] [-0.97] [-0.97] [-0.97] [-0.94] [-0.95]

주 사 명성 0.0711 0.0817 0.0866 0.1127 0.1241 0.1289

[0.35] [0.40] [0.42] [0.55] [0.61] [0.63]

Ln(발행규모) -0.3058** -0.3005** -0.3062** -0.3541* -0.3483* -0.3538*

[-2.20] [-2.18] [-2.08] [-1.84] [-1.78] [-1.81]

편 -0.8907 -0.9424 -0.9207 -0.6866 -0.7461 -0.7261

[-1.16] [-1.21] [-1.19] [-0.90] [-0.97] [-0.94]

측치 735 735 735 735 735 735

Wald test 23.53 26.15 25.84 29.18 28.1 27.89

Adjusted R2 0.015　 0.016　 0.017　 0.025　 0.029　 0.025　

Panel 2: IPO 이후 2년 이내 발생한 이후공모 분석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첫날 수익률 0.1354 0.1558

[1.02] [1.17]

상장 10일 0.2364
* 0.2568*

[1.71] [1.84]

상장 20일 0.2292
* 0.2499*

　 　　 　　 [1.68]　 　　 　　 [1.77]　

Panel 3: IPO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이후공모 분석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첫날 수익률 0.1390 0.1921

[0.75] [1.06]

상장 10일 0.2921* 0.3418**

[1.72] [2.08]

상장 20일 0.2601 0.3118*

　 　　 　　 [1.5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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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IPO 가발행률이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발행 측정기간을 10일 는 

20일로 하 을 때 가발행은 이후공모 여부와 이후 주식공모 여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 1에 일치한 결과이다. 통제변수  버리지는 이후공모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며, IPO 발행규모는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 test for exogeneity는 

내생성 존재 여부에 한 검증 결과로써, Ⅲ.2의 IV probit 분석모형에 한 설명  1단계 

회귀식으로 추정한 잔차를 2단계 회귀식에 추가시켰을 때 그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첫날 수익률 변수에는 내생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 10일  상장 20일 

변수에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IV probit 분석

아래 표는 가발행률이 이후공모 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IV probit(instrumental variable 

probit) 모형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이다. IPO 기수익률( 는 가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과 

상장이후 10일  2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버리지는 IPO 시 부채/자기자본, 수익성은 당기순이익/

매출액이며, 주 사 명성은 주 사가 해당 년도 실  상  5  내 있을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Ln(발행규모)는 

총 발행규모(gross proceeds)의 로그값이다.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 으며, [ ]안 

숫자는 t 는 z값을 나타낸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첫날 수익률 0.2216 0.1730

[0.69] [0.53]

상장 10일 0.5056** 0.5403**

[2.15] [2.31]

상장 20일 0.4825* 0.5177**

[1.93] [2.41]

버리지 0.1768
**

0.1694
**

0.1612
**

0.1375
*

0.1316
*

0.1227
*

[2.27] [2.20] [2.05] [1.73] [1.69] [1.78]

수익성 -0.7149 -0.6053 -0.6203 -0.7060 -0.5667 -0.5824

[-1.00] [-0.88] [-0.89] [-0.98] [-0.82] [-0.90]

주 사 명성 0.0512 0.0664 0.0764 0.0729 0.0896 0.1003

[0.44] [0.58] [0.67] [0.63] [0.79] [0.69]

Ln(발행규모) -0.1576
*

-0.1245
**

-0.1377
**

-0.1892
*

-0.1445
*

-0.1587
*

[-1.94] [-2.07] [-2.18] [-1.69] [-1.72] [-1.72]

편 -0.6735 -0.8653** -0.8179* -0.5295 -0.7894* -0.7406*

[-1.40] [-2.00] [-1.82] [-1.10] [-1.83]

측치 735 735 735 735 735 735

Wald test 22.69*** 31.07*** 29.53*** 21.68*** 27.97*** 26.41***

Wald test for exogeneity 1.53 2.43
**

1.99
*

1.25 2.75
**

1.81
*

4.2 벤처캐피탈,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발행기업이 자신의 가치에 하여 투자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도구로 가발행 뿐만 아니라 

주 사의 명성, 외부회계감사인 그리고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인증효과가 있다(Tit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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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1986; Megginson and Weiss, 1991 등). 이를 감안하여 이번 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가발행의 신호효과에 어떠한 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7> 벤처캐피탈,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단일변량분석

아래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코스닥 IPO 표본에서 이후공모를 시행한 집단(SPO= 1)과 하지 않은 집단(SPO

= 0)을 벤처캐피탈 지원여부(VC = 0 vs. VC = 1)로 세부분류한 후 기수익률을 비교하 다. Panel 2는 

이후공모  주식공모(SPO_Stock)만을 분리하여 분석하 다. IPO 기수익률( 는 가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과 상장이후 10일, 20일  3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체 표본

SPO = 0 SPO = 1

VC = 0 VC = 1
t test

VC = 0 VC = 1
t test

wilcoxon wilcoxon 

첫날 수익률평균 0.5011 0.4268 1.35 0.5583 0.4877 1.00

앙값 0.3732 0.2925 1.75* 0.5521 0.4018 1.60

상장일 평균 0.4963 0.4280 1.25 0.5623 0.4857 0.99

앙값 0.3832 0.2933 1.55 0.5447 0.4177 1.11

상장 10일 평균 0.4774 0.3726 1.75* 0.6046 0.5032 1.00

앙값 0.3478 0.2579 1.98** 0.5568 0.3692 1.19

상장 20일 평균 0.4590 0.3504 1.84
*

0.5549 0.4992 0.50

앙값 0.3559 0.2397 2.11** 0.5571 0.3853 0.87

상장 30일 평균 0.4599 0.3467 1.91* 0.5499 0.5021 0.45

앙값 0.3095 0.2415 2.19
**

0.5263 0.4392 0.64

찰치 208 445 60 104

Panel 2: 주식공모 표본

SPO_Stock = 0 SPO_Stock = 1

VC = 0 VC = 1
t test

VC = 0 VC = 1
t test

wilcoxon wilcoxon 

첫날 수익률평균 0.5011 0.4268 1.35 0.5431 0.4855 0.74

앙값 0.3732 0.2925 1.75* 0.5338 0.4018 0.81

상장일 평균 0.4963 0.4280 1.25 0.5480 0.4836 0.83

앙값 0.3832 0.2933 1.55 0.5350 0.4177 0.93

상장 10일 평균 0.4774 0.3726 1.75* 0.5980 0.4996 0.96

앙값 0.3478 0.2579 1.98** 0.5568 0.3692 1.09

상장 20일 평균 0.4590 0.3504 1.84
*

0.5478 0.4968 0.52

앙값 0.3559 0.2397 2.11** 0.5571 0.3853 0.79

상장 30일 평균 0.4599 0.3467 1.91* 0.5518 0.4999 0.53

앙값 0.3095 0.2415 2.19
**

0.5263 0.4392 0.64

찰치 208 445 58 102

<표 6>은 IPO 가발행률을 이후공모여부와 벤처지원여부로 세부 분류하여 차이를 검증

하 다. 먼  Ⅴ.1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후공모를 시행한 기업의 가발행률이 그 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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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벤처지원여부에 따라 세부 분류하면, 이후공모를 시행한 기업과 

시행하지 않은 기업 모두 벤처지원 시 가발행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비 칭 

하에서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로 인하여 가발행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Oh and Han(2014), 

Megginson and Weiss(1991) 등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후공모를 시행한 기업군만을 보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의 가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인증서비스로 인하여 이후공모를 한 가발행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벤처캐피탈의 인증서비스와 가발행은 체재의 계가 있다. 다만 <표 6>은 단일변량을 

비교한 것이므로, 이후공모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한 후 가발행의 신호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벤처캐피탈의 지원여부에 따라 가발행이 이후공모여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Panel 1과 Panel 3은 각각 이후공모 여부와 이후 주식공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logit모형을 추정하 으며, Panel 2와 Panel 3은 내생성을 통제한 IV probit 모형의 2단계 

회귀식 추정결과이다.11) Panel 1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IPO의 경우 상장 후 20일 수익률이 

유의수  10%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기수익률 련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Panel 3 한 부분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벤처투자자를 받은 IPO의 

상장 후 10일  20일 수익률이 10%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벤처캐피탈,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회귀분석

아래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코스닥 IPO 표본에서 이후공모를 시행한 집단(SPO= 1)과 하지 않은 집단(SPO 

= 0)을 벤처캐피탈 지원여부(VC = 0 vs. VC = 1)로 세부분류한 후 기수익률을 비교하 다. Panel 3과 

Panel 4는 이후공모  주식공모(SPO_Stock)만을 분리하여 분석하 다. IPO 기수익률( 는 가

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과 상장 이후 10일  2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각 Panel에서 통제변수에 

한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표 6>과 비슷하므로 지면제약 상 생략하 다.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 으며, [  ]안 숫자는 t 는 z값을 나타낸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체 표본-logit 분석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VC = 0　 VC = 1　 VC = 0　 VC = 1　 VC = 0　 VC = 1　

첫날 수익률 0.1537 0.1526
　

　
　

　

[0.73] [0.92]　 　　 　

상장 10일 　 　　 0.2341 0.2870　 　

　 　
　

[1.06] [1.58]
　

　

상장 20일 　 　　 　　 0.1967 0.3055*

　 　　 　　 [0.93] [1.70]

11) 통제변수로 버리지, 수익성, 주 사명성, 발행규모  업종더미 등을 사용하 는데 지면제약으로 

가발행률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결과만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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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벤처캐피탈,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여부-회귀분석(계속)

Panel 2: 체 표본-IV probit 분석

종속변수　
이후공모 여부(SPO = 1)

VC = 0　 VC = 1　 VC = 0　 VC = 1　 VC = 0　 VC = 1　

첫날 수익률 0.0571 0.3688
　

　
　

　

[0.10] [0.95]　 　　 　

상장 10일 　 　　 0.3385 0.6028** 　

　 　
　

[0.94] [2.10]
　

　

상장 20일 　 　　 　　 0.3095 0.5879**

　 　　 　　 [0.86] [1.98]

Panel 3: 주식공모 표본-logit 분석

종속변수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VC = 0 VC = 1 VC = 0 VC = 1 VC = 0 VC = 1　

첫날 수익률 0.1063 0.1523　 　　 　

[0.53] [0.91]
　

　
　

　

상장 10일 　 　　 0.2177 0.2868* 　

　 　　 [1.02] [1.78]　 　

상장 20일 　 　
　

　
　

0.1784 0.3085
*

　 　　 　　 [0.87] [1.80]

Panel 4: 주식공모 표본-IV probit 분석

종속변수　
이후 주식공모 여부(SPO_Stock = 1)

VC = 0 VC = 1　 VC = 0　 VC = 1　 VC = 0　 VC = 1　

첫날 수익률 0.0355 0.3110　 　　 　

[0.60] [0.79]　 　　 　

상장 10일 　 　
　

0.3954 0.6192
**

　

　 　　 [1.11] [1.97]　 　

상장 20일 　 　　 　　 0.3668 0.6033*

　 　
　

　
　

[1.03] [1.84]

그러나 내생성을 통제한 Panel 2와 Panel 3을 보면 상장 후 10일과 20일 수익률의 유의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 지원을 받은 IPO의 경우 가발행이 높을수록 이후공모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후공모를 계획한 기업의 경우 IPO 시 벤처캐피탈의 인증과 

더불어 가발행으로 인한 신호효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인증서비스와 가발행이 상호 보완재임을 시사한다.

4.3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규모 및 소요시간

가발행 신호효과 가설에 의하면 가발행은 기업에 한 투자자의 호감을 제고하여 이후공모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후공모 규모를 확 하고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 2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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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Panel 1은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시 발행규모와 소요기간에 한 단순

통계량이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IPO의 경우 향후 공모 시 더 큰 액을 조달하며, 소요기간도 

<표 9>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규모 및 소요기간 

Panel 1은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시 발행규모와 IPO로부터 소요기간의 평균과 앙값을 보여 다. 
복수의 이후공모가 실시된 경우 IPO 이후 가장 먼  발생한 이후공모를 기 으로 분석하 다. Panel 

2는 체표본을 상으로 가발행이 이후공모 규모  소요기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Heckman 
표본선택 편의 모형의 추정결과이며, Panel 3은 이후공모를 실행한 기업만을 상으로 분석한 OLS 
추정결과이다. Panel 4와 Panel 5는 이후 주식공모를 시행한 기업만을 상으로 하 다. 종속변수인 

이후공모( 는 이후주식공모) 발행규모의 자연로그 값이며, 이후공모까지 기간은 IPO에서 이후공모( 는 
이후주식공모)까지 소요된 개월 수의 자연로그 값이다. IPO 기수익률( 는 가발행률)은 상장 첫날
수익률과 상장이후 10일  20일 동안 수익률을 사용하 다. Panel 3과 Panel 5의 통제변수의 회귀계수 

추정값은 생략하 다. 표 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 으며, [  ]안 숫자는 t 는 z값을 
나타낸다. 

***, ** 그리고 *은 각각 1%, 5% 그리고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Panel 1: 단순통계량

이후공모 이후주식공모

　 VC = 0 VC = 1 　 VC = 0 VC = 1

발행규모 평균 3,608 2,952 4,032 3,683 3,008 4,119 

(백만원) 앙값 84 41 100 84    41 100 

소요기간 평균 19.84 21.3 19.27 19.84 20.72 19.3

(월)　 앙값 21 22 19 21 22 19

Panel 2: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 추정결과- 체표본

이후공모 규모 　 이후공모까지 기간 

첫날 수익률 1.1603 -0.1033

[1.46] [-0.80]

상장 10일 0.9805 -2.0230
*

[1.20] [-1.67]

상장 20일 1.0256 -1.9825

[1.33] [-1.54]

버리지 0.0722 0.1702 0.2742 -0.2677** -0.2557** -0.1877**

[0.11] [0.10] [0.12] [-2.41] [-2.49] [-2.36]

수익성 1.8307 1.7367 1.7787 0.8406 0.7086 0.5926

[0.38] [0.36] [0.36] [0.76] [0.77] [0.78]

주 사 명성 0.5275 0.3835 0.5415 -0.1384 0.0496 0.2196

[0.70] [0.70] [0.70] [-0.82] [-0.81] [-0.81]

Ln(발행규모) 1.2719*** 1.2999*** 1.2319*** -0.1968** -0.2688** -0.4688**

[2.93] [2.95] [2.93] [-2.41] [-2.22] [-2.35]

Lambda 2.3240
***

2.0254
***

2.2498
***

5.1202
***

4.9825
***

4.7752
***

[2.80] [2.74] [2.90] [3.04] [3.39] [3.10]

편 -11.2921 -9.1641 -10.1341 1.9680 2.0880 2.2540

[-1.21] [-1.22] [-1.22] [1.32] [1.30] [1.31]

측치 735 735 735 735 735 735

Uncensored obs. 147 147 147 142 142 142

Wald test 14.66
　

15.78
　

16.01
　

29.18
　

32.28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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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저가발행과 이후공모 규모 및 소요기간(계속)

Panel 3: OLS 추정결과- 체표본

　 이후공모규모 이후공모까지 기간 

첫날 수익률 1.0960* 0.7930

[1.68] [0.41]

상장 10일 　 0.7973 　 0.2506

　 [1.62] 　 [0.51]

상장 20일 　 0.7812 　 0.2521

　 [1.39] 　 [0.39]

측치 147　 147　 147　 142　 142　 142　

Panel 4: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이후 주식공모 표본

이후공모규모 이후공모까지 기간 

첫날 수익률 1.0233
*

-0.1633

[1.72] [-0.72]

상장 10일 1.0830 -2.0130

[1.20] [-1.51]

상장 20일 2.1125 -1.8225*

[1.33] [-1.78]

버리지 0.0912 0.1702 0.2742 -0.0877
**

-0.0507
**

-0.0227
**

[0.11] [0.10] [0.12] [-2.39] [-2.42] [-2.11]

수익성 1.8140 1.7367 1.7787 1.0056 0.4736 0.6876

[0.38] [0.36] [0.36] [0.93] [0.62] [0.54]

주 사 명성 0.5362 0.3835 0.5415 -0.1784 0.0646 0.2746

[0.70] [0.70] [0.70] [-0.98] [-0.85] [-0.56]

Ln(발행규모) 1.2469
***

1.2999
***

1.2319
***

-0.3968
***

-0.1388
**

-0.4188
**

[2.95] [2.95] [2.93] [-2.63] [-2.22] [-2.11]

Lambda 2.3445*** 2.0254*** 2.2498*** 5.3402*** 5.0725*** 4.6102***

[2.79] [2.74] [2.90] [3.09] [3.28] [3.09]

편 -11.2781 -9.1641 -10.1341 2.2030 1.9080 2.1990

[-1.21] [-1.22] [-1.22] [1.09] [1.55] [1.24]

측치 735 735 735 735 735 735

Uncensored obs. 143 143 143 137 137 137

Wald test 23.02　 15.78　 16.01　 29.18　 32.28　 30.55　

Panel 5: OLS 추정결과-이후 주식공모 표본

이후공모규모 이후공모까지 기간 

첫날 수익률 1.0137
*

-0.2812

[1.67] [-0.14]

상장 10일 　 0.7102 　 -0.4345

　 [1.33] 　 [-0.28]

상장 20일 　 0.6862 　 -0.3614

　 [1.20] 　 [0.25]

측치 143
　

143
　

143
　

137
　

13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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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Panel 2는 체표본을 상으로, Panel 3은 이후 주식공모만을 상으로 

분석한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Lambda는 식 (3)과 같이 1
st
 step에서 

이후공모( 는 이후주식공모)의 여부에 한 로빗분석을 실시한 후 추정한 Inverse Mill’s 

ratio이다. Lambda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후공모( 는 이후주식공모) 실시 

여부는 내생성이 존재한다. Panel 3은 표본선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OLS 회귀분석 

결과이며, 주요 결과는 Panel 2와 동일하다.

Panel 2에서 첫날 수익률은 이후공모 규모에 10% 유의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가발행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PO 발행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후공모의 규모도 크게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인 경우 상장 

후 10일 동안 수익률만 약한 유의성(weak significance)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가발행 

변수들은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버리지와 IPO 발행규모는 

이후공모까지의 소요기간을 유의하게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주식공모만을 상으로 

분석한 Panel 4의 결과도 Panel 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후공모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발행 변수들  첫날 수익률만 약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 10일 

그리고 상장 20일 동안의 수익률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IPO 발행규모는 이후공모 규모와 

유의한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발행 변수들은 약한 유의성을 갖는 

상장 20일 수익률을 제외하면 이후공모까지 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버리지와 IPO 발행규모는 이후공모까지 소요기간을 유의하게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본 회귀분석에서 가발행이 이후공모 규모 는 소요기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못하 다.

4.4 추가 분석

본 에서는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두 가지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 먼  IPO 이후 수익률과 

이후공모 실시여부에 따라 IPO 가발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IPO 이후 수익률에 

따라 이후공모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IPO 이후 6개월  1년의 

보유 과수익률(BHAR, buy and hold abnormal returns)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4)

 식에서 
  



 은 IPO 이후 1일부터 6개월 는 1년 동안 기업 i의 보유수익률이며, 

시장지수의 보유수익률(
  



 )을 차감하여 보유 과수익률 BHAR(6m)와 BHAR(1yr)를 

구하 다. 다음으로 BHAR의 크기를 기 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후공모의 여부에 

따라 각 포트폴리오를 세분하여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다. 각 포트폴리오의 IPO 

가발행률은 <표 10>과 같다.

<표 10>의 Panel 1에서 보면, IPO 이후 6개월 보유 과수익률로 구분한 집단 내에서 

이후공모를 시행한 집단의 IPO 시 가발행률의 평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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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과수익률 크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Panel 2에서도 이후공모 실시 집단의 가

발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IPO 기업의 자신의 내재가치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를 

책정하는 요인 의 하나로 향후 원활한 추가 자본조달의 목 을 제시한 가발행 신호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사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0> IPO 이후 BHAR과 이후공모에 따른 저가발행률 

Panel 1과 Panel 2는 각각 BHAR(6m)와 BHAR(1yr) 크기순으로 구성된 5개의 IPO 집단의 이후공모 
여부에 따른 가발행률의 평균을 보여 다. 각 집단은 147건의 IPO로 구성되어 있으며, P1은 BHAR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P5는 BHAR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Panel 1: BHAR(6m)와 이후공모 여부에 따른 가발행률

　
　 가발행률(평균)

이후공모 여부　 첫날 수익률 상장 10일 상장 20일 

P1 SPO = 0 0.2600 0.2798 0.6600

SPO = 1 0.3077 0.4749 0.5644

P2 SPO = 0 0.1195 0.1405 0.1458

SPO = 1 0.3583 0.2930 0.3028

P3 SPO = 0 0.3174 0.3031 0.2680

SPO = 1 0.4814 0.5250 0.4998

P4 SPO = 0 0.5173 0.4190 0.3673

SPO = 1 0.5856 0.5589 0.5411

P5 SPO = 0 0.4823 0.2915 0.2180

　 SPO = 1 0.5203 0.3282 0.2773

Panel 2: BHAR(1yr)와 이후공모 여부에 따른 가발행률

　
　 가발행률(평균)

이후공모 여부　　 첫날 수익률 상장 10일 상장 20일 

P1 SPO = 0 0.2340 0.2214 0.2617

SPO = 1 0.2167 0.3678 0.4560

P2 SPO = 0 0.2317 0.2668 0.2428

SPO = 1 0.3423 0.3854 0.4112

P3 SPO = 0 0.2583 0.2055 0.2108

SPO = 1 0.6700 0.5058 0.4681

P4 SPO = 0 0.4535 0.3701 0.3102

SPO = 1 0.4779 0.4543 0.4977

P5 SPO = 0 0.5070 0.3549 0.3109

　 SPO = 1 0.7268 0.9289 0.7616

<표 11>은 IPO 이후 보유 과수익률에 따른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여부를 보여 다. 

가장 높은 6개월( 는 1년) BHAR을 보인 P1집단의 32%( 는 26%) 기업이 이후공모를 

실시하 으며, 12%( 는 7%) 기업이 이후 주식공모를 실시하 다. 가장 낮은 6개월( 는 1년) 

BHAR을 보인 P5집단에서는 8%( 는 7%) 기업이 이후공모를 실시하 으며, 1% 기업만이 

이후 주식공모를 실시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IPO 이후 우량기업이 보다 극 으로 이후공모를 

실시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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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IPO 이후 BHAR와 이후공모 및 이후 주식공모 여부

BHAR(6m)와 BHAR(1yr) 크기순으로 구성된 5개의 IPO 집단의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확률, 

즉 이후공모( 는 이후 주식공모) 건수÷각 집단의 IPO 건수(147 건),을 보여 다. P1은 BHAR이 가장 

높은 집단이고 P5는 BHAR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P1 P2 P3 P4 P5

BHAR(6m) 기

SPO = 1 32% 13% 23% 12% 8%

　SPO_Stock = 1 12%  5%  0%  3% 1%

BHAR(1yr) 기

SPO = 1 26% 25% 16% 15% 7%

　SPO_Stock = 1  7%  7%  3%  2% 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IPO 가발행 원인에 한 이론  가발행 신호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닥 시장 IPO 870건을 상으로 실증분석하 다. 가발행률은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를 고려하여 상장 첫날 수익률, 그리고 상장 이후 10일, 20일, 

30일 수익률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 다. 한 IPO 이후 3년 동안 동일 기업에 의한 주식 

 채권공모를 이후공모로 정의하고 가발행률이 이후공모 여부, 공모 규모  소요시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날 수익률은 이후공모 여부에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10일 

 30일 수익률은 유의한 정(+)의 계를 보 다. 이는 IPO 시 발행사가 가발행을 함으로써 

기업에 한 투자자의 호감을 제고하여 추가 자본조달을 더욱 수월하게 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욱이 이후공모를 시행한 기업은 IPO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발행률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가발행의 신호효과를 

체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발행이 이후공모 시 발행규모 

 소요기간 간 계를 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 가발행과 발행규모  소요기간 간 강한 

유의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의 이후공모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IPO 가발행  

벤처캐피탈 지원 이외에 매우 다양하다. 주 사의 재지정 여부(Krigman et al., 2001), 공모 

후 부채수용능력(Lemmon and Zender, 2010), 증자 직  주식의 과 평가 여부(Baker and 

Wugler, 2002), 기업 생애주기 단계(DeAngelo et al., 2010) 등은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주요 

요인들이다. 한 Kim et al.(2012)  Kim et al.(2015) 등은 원활한 이후공모를 하여 

발행기업이 회계 인 이익조정 는 주식분할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심을 증폭시키는 

기회주의  재무정책을 사용한다고 하 다. 이러한 요인들을 실증분석 시 고려하지 못했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IPO 가발행의 신호효과에 한 최 의 실증연구라는데 공헌 이 있다. 한 

가발행이 이후공모 가능성을 높이는데 반하여 이후공모의 규모와 소요기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학문  는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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