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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잔고를 이용한 수익률 게임 : (수익률 게임 시리즈 4) 
  

 12월(매년) 대차잔고 추이를 이용한 투자전략 

매년 12월 KOSPI 시장의 대차잔고는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도 잔고의 감소

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차를 빌려주고 되갚는 과정들이 연말

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러한 12월 대차잔고 흐름의 seasonality를 이용하는 투자전략에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차

의 거래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KOSPI가 큰 폭 하락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대차잔고 상환이 KOSPI지수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12월 대차잔고 최상위 종목군 기준일 전/후 특징  

첫째,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종목 일수록 12월 한 달간 대차잔고 감소율이 큰 폭으로 진행된

다. 둘째,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최근 3개월간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함. 하지만, 12월 1일

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의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셋째. Fundamental이 좋지 못한 종목군 일 경우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쌓인다. 연초대비 12월 1일

이익추정치 하향 폭이 크다. 최근 6개월간 Revision ratio가 추세적으로 하향조정 됨. 한마디로

looser(시장소외) 종목군일 수록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쌓인다. 
 
Action Plan : 『12월 대차잔고 + 연금지분율(공시기준) + 2015년 성장』 

매년 12월 대차잔고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기준일(대략 12월 1일)을 기점으로 최근 수

개월 주가 수익률 및 fundament이 긍정적이지 못한 looser에 속하는 종목군이 많다.  따라서, 이러

한 looser종목군들 중에서 12월 대차 회수로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가 수익률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중 2015년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12월 수익률

게임 측면 뿐만 아니라 2015년을 위한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란 판단이다. 아래 표는 2014년

12월 대차잔고를 이용한 수익률 게임 추천 포트폴리오이다.  

 

 

 

 

 

그림 1> 2014년 12월 대차잔고 추이를 이용한 추천 포트폴리오.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2015년 연금

1W (12/1~12/8) 2W  (12/9~12/15)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OP증가율 YoY 지분보유율(%)

A010140 삼성중공업 -7.59 1.32 -27.46 -19.39 -13.40 1.90 -2.80 1.92 0.00 -74.54 73.68 125.27 5.05

A034220 LG디스플레이 11.74 -3.85 -1.72 9.09 -1.58 2.78 -1.00 -0.43 0.00 39.65 87.50 33.04 9.92

A006360 GS건설 -1.04 0.96 -29.53 -6.58 -9.17 2.29 -10.80 -0.42 0.00 -69.12 -81.25 269.03 6.01

A005940 우리투자증권 -9.79 11.07 -3.38 -2.14 -9.49 -0.87 -7.49 1.90 0.00 -30.30 33.33 81.35 8.35

A009150 삼성전기 -8.03 -11.46 6.17 20.12 5.22 3.76 -1.98 -2.69 0.00 -101.48 -17.39 1829.54 6.61

A008770 호텔신라 3.14 -2.23 -25.36 -12.74 -7.29 0.57 -0.68 0.11 0.00 -29.78 -14.29 59.99 10.86

A001740 SK네트웍스 8.75 -24.56 -3.90 -12.24 -3.90 -5.20 -4.72 3.23 0.00 -21.14 -85.71 36.09 7.18

A012450 삼성테크윈 -23.45 -4.07 -39.04 -20.27 -22.86 3.63 -6.27 -1.77 0.00 -72.18 -100.00 111.08 7.26

A003490 대한항공 -0.11 3.62 20.43 17.26 6.08 3.82 5.19 -2.06 0.00 9.09 -37.50 83.38 6.61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0.40 3.10 -18.48 -11.37 -16.08 4.00 -2.88 -0.66 0.00 -14.39 -30.77 38.42 9.29

A010060 OCI -0.64 2.09 -43.63 -10.54 -13.19 5.83 -8.96 0.63 0.00 -74.19 -84.62 288.06 8.19

A012630 현대산업 0.96 -4.04 -16.55 -14.99 0.15 2.33 0.14 1.56 0.00 -5.99 6.67 56.40 7.27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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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Plan 
  

12월 대차잔고↑ 

연금지분율↑ 

2015년 성장 

 (12월 대차잔고↑ + 연금지분율↑) + 2015년 성장 
 

필자는 12월 대차잔고의 seasonal anomaly현상을 이용하는 전략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

지분율이 높고 2014년대비 2015년 성장이 보이는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자료의 후반부에 분석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매년 12월 대차잔고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기준일(대략 12월 1일)을 기점으로 최근 수개월 주가

수익률 및 fundament이 긍정적이지 못한 looser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looser종목군들 중에서 12월 대차 회수로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가 수익률의 하방경직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중 2015년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12월 수익률 게임 측면 뿐만 아니라 2015년을 위한 바람직한 포트

폴리오 구성이란 판단이다.  

그림 2> 2014년 12월 대차잔고 추이를 이용한 추천 유니버스.  

연초대비 6개월간 2015년 연금

1W (12/1~12/8) 2W  (12/9~12/15)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OP증가율 YoY 지분보유율(%)

A010140 삼성중공업 -7.59 1.32 -27.46 -19.39 -13.40 1.90 -2.80 1.92 0.00 -74.54 73.68 125.27 5.05

A042660 대우조선해양 -1.84 3.09 -24.24 1.64 -16.22 8.06 -4.23 -1.04 0.00 -37.75 -84.21 23.17 8.09

A047040 대우건설 -9.68 5.13 -31.03 -7.02 -10.57 1.81 -8.23 0.18 0.00 -6.81 -47.06 8.38

A000660 SK하이닉스 6.01 11.50 7.75 1.05 -1.13 1.46 -2.06 0.10 0.00 19.61 66.67 10.51 9.13

A011200 현대상선 1.06 0.47 -17.36 -13.04 -0.99 -1.10 0.30 -5.34 0.00 -313.17 0.00 170.29

A032640 LG유플러스 -3.18 -37.40 -0.45 1.36 -0.45 0.90 -0.89 2.24 0.00 -24.92 -86.67 27.09 7.51

A003450 현대증권 -0.03 0.46 -10.38 0.72 -9.34 1.00 -4.67 0.15 0.00 -20.00 251.43

A009830 한화케미칼 -1.36 0.32 -26.22 -0.41 -9.70 7.85 -4.98 -0.81 0.00 -43.87 -58.82 40.08 4.34

A028670 팬오션 0.78 -2.07 -35.81 -20.06 -0.18 -5.96 -2.43 -8.03 0.00

A055550 신한지주 1.10 -13.70 -4.54 -1.69 0.30 -1.01 -2.55 -0.63 0.00 -1.26 52.17 6.75 8.81

A006800 대우증권 3.46 -1.03 -9.75 -4.91 -8.97 1.41 -4.63 -0.49 0.00 75.35 45.46 -15.53 2.34

A000030 우리은행 -0.53 3.66 -5.38 1.90 -3.72 -1.45 0.00 0.00 7.95 8.21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1.65 3.01 -15.83 -6.48 -8.18 0.99 -5.20 -2.38 0.00 -12.60 31.25 15.83 3.84

A001230 동국제강 2.61 7.59 -15.41 -3.30 -7.10 1.30 -5.62 -1.53 0.00 -108.28 -100.00 868.61 2.63

A034220 LG디스플레이 11.74 -3.85 -1.72 9.09 -1.58 2.78 -1.00 -0.43 0.00 39.65 87.50 33.04 9.92

A046890 서울반도체 1.90 0.16 -39.76 -3.00 -7.05 9.83 -5.12 -4.85 0.00 -70.05 -85.71 22.03 4.02

A010950 S-Oil -2.70 -4.66 -12.91 -1.23 -15.47 12.33 3.88 6.30 0.00 -102.98 -72.73 1675.01 4.01

A006360 GS건설 -1.04 0.96 -29.53 -6.58 -9.17 2.29 -10.80 -0.42 0.00 -69.12 -81.25 269.03 6.01

A005940 우리투자증권 -9.79 11.07 -3.38 -2.14 -9.49 -0.87 -7.49 1.90 0.00 -30.30 33.33 81.35 8.35

A003470 유안타증권 9.59 12.23 31.37 27.50 -4.30 4.24 -4.43 -6.83 0.00 2.30

A000080 하이트진로 -4.60 -2.94 6.71 -6.81 -1.99 4.67 -4.07 -3.03 0.00 -38.72 -27.27 37.67

A009150 삼성전기 -8.03 -11.46 6.17 20.12 5.22 3.76 -1.98 -2.69 0.00 -101.48 -17.39 1829.54 6.61

A034230 파라다이스 8.84 -1.66 -28.92 -15.07 -3.63 -7.17 -1.74 -6.29 0.00 -21.13 -54.55 35.49 4.28

A022100 포스코 ICT -4.91 -4.71 -30.41 -16.58 -14.62 3.74 0.76 -1.51 0.00 -29.57 -66.67 30.92

A024110 기업은행 21.51 -29.61 -13.29 -4.15 -0.66 -1.00 -2.02 0.00 0.00 13.09 28.57 8.12 6.03

A018880 한라비스테온공조 -10.42 -9.64 -22.01 -13.93 -1.20 9.37 7.23 -0.10 0.00 -7.20 -41.67 11.50 5.86

A038060 루멘스 -2.40 -0.86 -24.38 11.15 -2.56 5.10 1.41 -4.32 0.00 -37.04 -33.33 18.36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3.02 3.60 -34.14 -23.13 -11.00 -7.29 -6.49 -4.38 0.00 -14.96 -50.00 51.10 5.90

A030000 제일기획 -1.69 -0.95 -22.62 9.58 1.10 6.83 -9.97 -0.28 0.00 -29.54 -76.92 18.87 11.44

A009540 현대중공업 -1.26 0.14 -17.99 19.46 -11.24 8.86 -4.26 -3.24 0.00 -341.03 -82.35 114.84 4.07

A000270 기아차 -3.56 5.59 -7.76 7.29 0.36 2.50 -2.44 -5.90 0.00 -24.00 -93.10 8.81 7.04

A008770 호텔신라 3.14 -2.23 -25.36 -12.74 -7.29 0.57 -0.68 0.11 0.00 -29.78 -14.29 59.99 10.86

A034020 두산중공업 -4.93 0.53 -11.88 5.97 -11.57 6.84 -9.79 3.13 0.00 4.03 -54.55 10.34 6.12

A001740 SK네트웍스 8.75 -24.56 -3.90 -12.24 -3.90 -5.20 -4.72 3.23 0.00 -21.14 -85.71 36.09 7.18

A001510 SK증권 8.05 17.25 -9.66 -1.61 -6.24 2.07 -4.59 -5.49 0.00

A012450 삼성테크윈 -23.45 -4.07 -39.04 -20.27 -22.86 3.63 -6.27 -1.77 0.00 -72.18 -100.00 111.08 7.26

A035250 강원랜드 -3.46 -11.08 -8.05 -7.00 -3.84 -1.38 -2.49 0.00 0.00 -6.18 46.67 9.34 5.04

A015760 한국전력 -15.33 -0.19 10.91 0.65 4.00 -3.21 -1.66 -7.87 0.00 9.30 60.00 13.90 6.51

A003620 쌍용차 -2.96 -4.76 9.59 13.99 -5.84 4.37 2.91 -6.67 0.00 0.00 48.58

A007070 GS리테일 1.40 -3.49 7.35 2.61 2.82 1.96 0.77 -0.95 0.00 -16.45 -78.57 14.26

A003490 대한항공 -0.11 3.62 20.43 17.26 6.08 3.82 5.19 -2.06 0.00 9.09 -37.50 83.38 6.61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0.40 3.10 -18.48 -11.37 -16.08 4.00 -2.88 -0.66 0.00 -14.39 -30.77 38.42 9.29

A005380 현대차 -7.45 23.15 -21.55 7.06 4.60 1.92 -5.93 -4.01 0.00 -17.44 -89.66 5.05 8.02

A010060 OCI -0.64 2.09 -43.63 -10.54 -13.19 5.83 -8.96 0.63 0.00 -74.19 -84.62 288.06 8.19

A005930 삼성전자 -4.86 10.80 5.63 4.10 8.82 1.85 -3.49 -0.55 0.00 -39.56 -85.19 -6.82 7.81

A005490 POSCO -2.32 1.46 -10.91 -2.61 -3.87 1.34 -5.46 -0.53 0.00 -8.77 -75.00 13.83 7.72

A012630 현대산업 0.96 -4.04 -16.55 -14.99 0.15 2.33 0.14 1.56 0.00 -5.99 6.67 56.40 7.27

A000830 삼성물산 8.78 2.02 -6.71 -1.94 1.29 -4.37 -6.19 -2.52 0.00 2.63 -55.00 13.96 13.66

A035080 인터파크 -2.36 0.04 -19.11 0.33 0.33 2.64 -1.93 0.44 0.00 -27.41 -100.00 63.05 4.37

A004020 현대제철 1.33 -3.03 -17.35 -8.37 -7.14 3.69 -1.08 1.25 0.00 13.23 54.55 7.42 7.01

Code Name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 위 표는 본 자료 커버에 있는 추천 종목과 동일한 logic으로 선정한 투자 가능 유니버스 Pool임. (추천종목 아님). 주2 : 공매도 관련 추이 템플릿은 다음 URL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음. http://bit.ly/1wHqJ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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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잔고를 이용한 수익률 게임 idea!

 
12월 마무리를 위한 준비 

- 대차잔고를 이용한 

투자전략 

 매년 12월 KOSPI 대차잔고 감소는 Seasonal anomaly 현상! 
 
필자는 매년 12월 수익률 게임 시리즈 자료를 통해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12월 수익률 제

고 idea를 작성하였다.  지난 11월 26일 수익률 게임 시리즈3번째 자료에 이어 『송구영
신 : 2015 새해를 위한 준비 (수익률 게임 시리즈 3), 11월26일』4번째 수익률 게임

idea로 ‘연말 대차잔고를 이용한 수익률 게임 idea’ 이다. 

 

아래 [그림3,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년 12월말 KOSPI 시장의 대차잔고는 의미 있는

잔고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도 잔고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

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차를 빌려주고 되갚는 과정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Seasonal anomaly현상의 일종인 대차잔고를 이용한 연말 수익률을 제고

하는 아이디어는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그 구체적인 idea에 대한 정의

이다.  

 

▶12월 대차잔고를 이용한 투자전략 idea 
1) 시가총액기준 300위(KOSPI + KOSDAQ) 종목 중 

 
2) 12월  1일 기준으로 대차잔고 상위주를 선별하고 

 
3)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주간단위 대차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종목군 

 
4) 2015년 기업이익이 2014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선정 

 
5) 추가적으로 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군. (5% 이상을 권고) 

 

 

그림 3> 매년 12월에 의미 있는 대차잔고 감소를 보이는 KOSPI 시장.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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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매년 12월에 의미 있는 대차잔고 감소를 보이는 KOSPI 시장. 

( )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 : 12월 대차잔고의 감소 폭이 클수록 KOSPI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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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잔고 최상위 종목군들의 

12월 전/후 특징 

 2009년 ~ 2013년 대차잔고 추이를 통한 12월 포트폴리오 성과분석 

 

매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에 선정된 종목군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기준과

특징은 아래와 같다.  

 

▶포트폴리오 성과분석 logic 
1. 시가총액기준 300위(KOSPI + KOSDAQ) 종목 중 
2. 12월  1일 기준으로 대차잔고 상위주를 선별하고 
3.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주간단위 대차잔고 증감율 및 기간수익률 측정 

 
▶매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에 선정된 종목군의 전/후 특징 
 

1. 12월 1일 기준으로 대차잔고 상위 주 일수록 12월 한 달간 대차잔고 감소율이 큰 폭으로

진행됨. 

 

2.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최근 3개월간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함. 

→ 하지만, 12월 1일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의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남. 

 

3. Fundamental이 좋지 못한 종목군 일 경우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쌓임. 

→ 연초대비 12월 1일 이익추정치 하향 폭이 크다. 

:  지난해 12월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의 연초대비 연말 이익추정치 하향 폭

은 평균 60%이며 GS건설 및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200%가 넘는 감익이

진행되었었다.  

: 대략 최근 4년 KOSPI의 연초대비 연말 이익추정치 하향 폭이 20%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3년 12월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의 이익추정치의 연초대

비 감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6개월간 Revision ratio가 추세적으로 하향조정 됨 

: 2013년 12월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의 12월 기준 6개월동안의 Revision 

ratio 또한 평균 45%로 큰 폭의 종목을 보였다. 

 

 

그림 5> 2009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기간별 성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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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9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성과 잔고추이 – 주가의 하방경직성 확보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2009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군의 대차잔고 및 전/후 수익률 추이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1W 2W 3W 4W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IKS001 KOSPI -3.29 -0.69 -2.62 3.70 2.34 -0.62 1.64

A053000 우리금융 -4.68 -34.63 -11.98 2.59 1.38 -10.64 -6.66 4.08 1.63 -5.14 -6.10 1.23 52.17

A047040 대우건설 -5.96 -0.22 -4.10 -13.46 -17.50 -6.48 -11.15 3.90 4.58 -1.59 3.64 -45.66 -28.57 

A055550 신한지주 -25.35 -2.90 -14.55 -1.85 9.14 -0.43 -6.42 0.65 0.65 -4.51 -2.81 -17.09 72.00

A028670 팬오션 -15.33 -6.83 -7.29 -20.75 -4.72 0.00 -5.13 4.95 2.58 -6.28 0.89 -120.61 -36.36 

A000660 SK하이닉스 -3.58 5.75 -13.81 -8.86 -18.51 0.00 -5.00 11.36 4.23 4.53 5.71 73.13 87.50

A010140 삼성중공업 -5.43 -14.38 -1.09 -8.97 -21.96 0.65 -6.10 6.06 4.69 -1.95 -3.78 12.18 -33.33 

A015760 한국전력 -19.08 -25.88 -12.06 -54.76 0.16 -5.44 -1.98 0.62 0.77 -0.77 5.41 120.54 44.44

A024110 기업은행 -20.56 -20.07 16.37 -7.08 -1.07 -6.10 -1.42 1.08 1.79 -0.70 -1.06 -1.02 66.67

A034220 LG디스플레이 13.34 7.62 -22.97 -11.95 -8.23 17.85 5.75 1.91 3.61 6.13 3.02 549.09 85.71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1.01 -1.58 -6.89 3.64 -9.63 -8.07 -8.33 6.58 1.47 -1.16 -4.11 -52.96 -53.33 

A000270 기아차 -5.85 12.43 -6.33 4.52 0.00 -1.67 0.00 0.56 11.24 2.78 -1.47 57.25 67.86

A005380 현대차 -9.10 -9.66 -13.14 -14.79 -10.09 -6.39 2.50 2.44 5.24 3.62 5.68 -6.39 76.67

A042660 대우조선해양 -6.62 -9.31 -20.72 -2.51 -30.02 -11.88 -11.04 13.12 5.64 2.08 1.74 -0.21 -44.44 

A034020 두산중공업 -4.04 -7.05 -7.35 -4.77 -13.25 -15.38 -8.64 11.27 1.14 13.09 15.86 -31.07 -55.56 

A009540 현대중공업 5.23 -12.31 -4.90 -2.81 -21.56 -9.04 -8.21 6.95 5.88 -3.51 5.15 -6.59 -71.43 

A004940 외환은행 -11.53 7.14 5.82 -13.94 27.23 3.26 -2.06 2.11 2.41 -5.37 2.84 -28.47 50.00

A000700 한진해운홀딩스 -0.11 0.00 0.00 -84.25 -26.28 4.55 -5.99 0.00 0.00 0.00 -15.95 -399.62 -70.59 

A005490 POSCO -0.70 -23.14 -4.08 -7.28 23.06 13.29 0.53 -0.70 5.11 0.00 3.69 -39.78 91.30

A006800 대우증권 -22.19 28.72 -2.15 -1.30 -19.58 3.24 -5.91 4.98 7.98 -0.46 -8.36 43.60 35.29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11.72 0.87 -6.12 -12.10 7.86 -2.86 -3.59 1.08 2.61 1.94 -0.13 24.82 37.50

A011200 현대상선 -6.40 -2.85 -22.19 -21.17 -11.17 -0.82 -5.83 10.72 0.93 0.55 -2.02 -205.39 -66.67 

A000830 삼성물산 -13.25 17.80 -8.75 -3.67 -20.37 -9.04 -11.56 7.37 7.60 0.58 7.88 -22.14 -5.56 

A003550 LG -7.37 15.43 0.49 -20.07 -18.97 -7.60 -6.65 13.92 -2.50 1.85 1.54 18.16 71.43

A012630 현대산업 -8.54 -13.62 1.76 -17.76 -16.56 8.38 -7.07 -3.22 -0.93 0.81 0.67 -50.29 -47.62 

A003600 SK -1.70 -34.09 -24.32 -17.55 -19.14 -11.19 -2.64 1.41 6.27 -4.81 2.18 -14.21 -11.11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대차잔고 감소율 (%)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OP추정 변화율은 연초 컨센서스 대비 연말 컨센서스의 감익비율을 의미 함.  

주2: EPS 이익종정비율은 당시 12월 1일 기준 과거 6개월 간의 Revision ratio를 의미함. 



 

 수익률 게임 시리즈 4 

 

 
7

 

그림 8> 2010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기간별 성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2010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 신한지주 주가 방향성과 잔고추이 – 주가의 하방경직성 확보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2010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군의 대차잔고 및 전/후 수익률 추이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1W 2W 3W 4W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IKS001 KOSPI 9.33 0.76 0.09 1.37 3.16 1.02 0.63

A000660 SK하이닉스 4.63 -1.68 -4.97 -3.25 12.23 3.08 -7.14 -0.43 4.08 -3.92 3.00 87.44 -52.00 

A028670 팬오션 -3.59 -6.98 -9.35 -11.18 4.35 -0.83 -2.04 -5.42 3.96 -2.54 -0.43 -5.15 -25.00 

A047040 대우건설 -4.62 0.99 -1.24 -7.65 18.32 12.74 6.70 7.53 -3.50 -2.82 6.64 -91.45 -84.62 

A055550 신한지주 5.43 -0.80 -8.78 -51.35 -3.03 1.93 0.22 4.80 6.92 4.58 0.76 13.34 5.26

A010140 삼성중공업 -3.96 2.77 -25.38 -30.60 25.09 5.16 0.15 -2.38 12.94 7.14 3.65 -18.98 64.71

A034220 LG디스플레이 1.74 -2.69 -2.05 -30.37 20.30 4.71 -4.31 0.63 0.62 -2.84 1.14 -11.85 -85.71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9.00 -6.60 -14.58 -3.63 -5.00 -8.24 -2.42 3.87 3.13 -4.05 8.89 -13.93 -100.00 

A009150 삼성전기 -1.44 -7.71 -3.97 -12.79 8.62 2.86 -5.97 1.19 0.39 -1.56 -1.59 151.22 36.84

A053000 우리금융 11.30 -15.60 1.81 -55.65 5.17 0.00 -1.38 3.86 -2.36 6.57 0.65 -20.73 -95.00 

A024110 기업은행 -7.87 -1.55 -0.05 -34.99 10.62 -0.92 -6.65 4.64 9.76 0.54 0.54 23.92 75.00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3.95 -4.91 -2.42 -24.22 27.54 -11.99 -2.47 4.28 3.17 0.54 0.72 89.30 14.29

A004940 외환은행 -22.23 1.74 -0.86 -68.69 -12.06 -14.39 -8.13 -2.65 5.91 4.29 -2.88 17.09 17.65

A000270 기아차 8.24 -3.65 8.66 -45.03 58.31 2.02 2.54 2.77 -0.58 0.97 -2.88 44.79 89.66

A00024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41 -10.46 1.28 -14.67 21.21 4.75 7.92 0.62 0.31 4.80 -6.20 10.70 33.33

A046890 서울반도체 -0.04 -3.35 -13.51 -5.14 4.84 2.09 -0.51 0.13 8.83 -4.71 0.37 -10.74 50.00

A005380 현대차 -6.44 -3.41 -5.75 -26.14 24.31 -0.83 0.85 0.56 1.39 -0.55 -4.41 43.03 90.00

A008000 도레이케미칼 -5.88 -0.06 -9.77 -31.38 -3.86 -5.68 -6.74 -4.82 1.27 2.50 -2.03 -2.00 50.00

A009830 한화케미칼 -2.07 1.61 -2.23 -23.81 24.21 2.46 0.91 -4.20 4.69 -0.15 -7.19 43.03 40.74

A005490 POSCO -6.69 -2.21 -3.34 -26.50 -5.48 -1.61 1.11 2.63 1.07 4.22 -1.42 -8.20 -91.67 

A035250 강원랜드 2.56 7.88 0.48 -14.36 19.82 -5.84 7.69 5.83 10.12 -0.97 -8.96 15.75 69.23

A034020 두산중공업 -4.65 -4.80 -12.27 -26.99 14.97 -8.05 1.11 -1.82 2.60 2.90 0.70 -25.47 -50.00 

A042660 대우조선해양 -1.54 6.36 -35.54 -52.51 31.22 1.35 6.56 -0.33 12.85 3.55 3.86 -0.53 41.18

A035420 NAVER -1.07 -1.23 -8.49 -27.06 -0.26 0.26 0.00 -1.81 1.84 8.01 8.61 -3.44 -85.00 

A033780 KT&G -2.33 -5.53 -29.53 -28.31 4.21 -6.94 3.54 -0.78 5.32 0.89 -4.71 15.55 14.29

A009540 현대중공업 6.47 -29.34 -19.59 -53.91 38.46 -0.40 1.48 -5.29 18.58 3.42 0.91 16.84 90.48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OP추정 변화율은 연초 컨센서스 대비 연말 컨센서스의 감익비율을 의미 함. 주2: EPS 이익종정비율은 당시 12월 1일 기준 과거 6개월 간의 Revision ratio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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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1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기간별 성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2011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 대우건설 주가 방향성과 잔고추이 – 주가의 하방경직성 확보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2011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군의 대차잔고 및 전/후 수익률 추이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1W 2W 3W 4W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IKS001 KOSPI 1.89 0.34 7.87 -0.20 -4.88 1.56 -1.18 

A000660 SK하이닉스 -4.26 -7.06 -13.00 -30.41 22.14 -1.88 7.82 -5.97 3.17 -7.03 3.78 -78.73 -57.90 

A028670 팬오션 -0.21 1.63 -0.42 -1.41 -25.78 -11.37 14.11 -6.89 -1.85 -3.08 7.42 -115.39 16.67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3.27 -1.36 -12.12 0.15 -11.84 6.35 8.65 -5.47 -7.63 0.28 1.42 25.92 -27.27 

A053000 우리금융 -2.80 -6.02 -52.52 -53.25 -10.44 -3.28 9.69 -3.01 -4.91 2.84 -3.47 20.19 -22.22 

A009830 한화케미칼 -39.95 -11.59 -22.15 -2.47 -22.90 -1.39 19.79 -0.70 -11.15 0.00 -1.99 33.27 -31.25 

A047040 대우건설 3.02 -3.97 -3.55 -3.75 -9.17 -2.87 15.82 4.49 -4.00 4.17 2.44 62.14 0.00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4.44 -3.28 -37.35 -2.80 -16.76 -10.97 6.27 0.52 -2.94 1.07 1.94 -22.38 0.00

A009150 삼성전기 -1.97 -16.97 6.42 -9.35 22.55 -2.25 18.85 0.85 4.20 -0.12 -10.38 -70.58 -81.25 

A055550 신한지주 -4.22 5.64 -31.58 -42.72 -2.05 -2.17 11.14 -2.56 -9.09 7.37 -2.57 15.52 34.78

A005490 POSCO 3.24 -4.08 -4.72 -33.89 -3.19 3.54 11.76 0.00 -2.66 1.95 -2.94 2.47 -25.00 

A010140 삼성중공업 -9.50 3.71 -25.18 -17.70 -10.01 -6.81 14.36 1.27 -11.15 3.36 -4.62 10.80 0.00

A034220 LG디스플레이 14.68 -7.07 -27.07 -25.11 28.61 12.88 14.35 -7.79 -2.06 -2.95 6.29 -151.21 -95.00 

A008000 도레이케미칼 -0.24 14.01 4.89 -3.16 -3.20 11.27 -2.25 4.81 -5.93 -2.75 0.42

A011200 현대상선 1.86 -0.12 -13.69 -6.41 -6.67 -11.42 13.01 2.38 -4.46 4.26 -2.34 -142.16 0.00

A006800 대우증권 -19.39 -31.15 -11.06 -34.40 -22.18 0.47 14.56 4.67 -5.80 -0.95 -0.48 -52.05 0.00

A032640 LG유플러스 5.62 -2.45 -19.20 -21.31 33.93 -1.31 6.43 4.27 0.85 7.00 -3.14 -43.86 -66.67 

A004940 외환은행 0.39 -5.99 -27.90 -38.18 2.73 0.36 8.08 1.09 -4.65 -1.88 -6.25 42.98 0.00

A001440 대한전선 9.89 7.21 -1.03 1.08 -24.94 -14.03 4.22 -2.60 -0.45 -16.84 6.27 -41.20 -100.00 

A030200 KT -7.02 -23.01 -12.56 -13.12 1.10 -1.61 0.55 0.68 -0.54 3.68 -6.18 -14.17 -6.67 

A046890 서울반도체 -5.17 6.21 -0.51 3.72 -20.82 -7.59 -0.70 4.93 -5.15 -1.18 0.24 -71.87 -81.82 

A010060 OCI -1.05 -2.03 -14.76 -3.90 -23.89 1.76 11.59 1.95 -9.55 -1.17 4.28 49.77 -18.75 

A042660 대우조선해양 -6.25 2.18 -24.32 -39.67 2.76 8.17 11.40 0.00 -12.58 -3.84 -2.99 17.74 0.00

A000270 기아차 -6.16 9.93 -15.20 -40.97 2.88 -4.28 4.99 -0.28 -9.12 5.09 -2.06 104.95 13.04

A024110 기업은행 -25.20 -3.00 -28.43 -42.42 -6.92 2.42 8.03 -8.78 -5.19 1.17 -3.47 20.48 0.00

A00024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4.10 -8.59 -26.65 -19.71 13.70 0.45 5.46 1.69 -4.54 1.51 3.43 -14.23 -33.33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OP추정 변화율은 연초 컨센서스 대비 연말 컨센서스의 감익비율을 의미 함. 주2: EPS 이익종정비율은 당시 12월 1일 기준 과거 6개월 간의 Revision ratio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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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2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기간별 성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2012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성과 잔고추이 – 주가의 하방경직성 확보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2012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군의 대차잔고 및 전/후 수익률 추이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1W 2W 3W 4W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IKS001 KOSPI 1.46 1.82 1.13 1.27 1.92 -0.73 0.84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3.95 -6.68 -5.31 -10.09 -8.19 4.17 5.86 1.23 5.17 -2.89 1.19 -49.00 15.79

A000660 SK하이닉스 -0.61 2.72 -10.43 -11.16 15.09 -4.31 -5.06 6.15 1.16 -3.05 1.38 -108.36 -89.66 

A028670 팬오션 -0.30 -0.26 0.55 -5.21 -21.53 -14.52 -3.64 -1.89 52.80 -11.79 22.31 -426.29 -91.67 

A053000 우리금융 -4.73 -2.73 -64.98 -9.86 -6.03 -0.49 2.42 1.98 9.18 4.86 -0.42 -9.15 -47.83 

A009830 한화케미칼 -4.77 -8.86 -34.53 -7.86 -20.10 -6.70 0.91 3.89 6.63 0.27 -1.08 -74.72 -89.47 

A047040 대우건설 4.28 -6.46 0.72 -3.54 -5.00 6.15 4.05 -1.89 5.26 1.73 -0.30 -16.46 -70.59 

A034220 LG디스플레이 -1.52 -9.33 -13.95 -14.82 33.33 4.53 -4.42 2.31 -10.45 -4.57 2.64 -0.89 -48.00 

A042660 대우조선해양 0.23 -23.43 -15.20 -15.78 -0.21 3.85 12.76 2.47 7.23 4.49 -2.69 -18.67 -45.83 

A011200 현대상선 2.58 -7.08 -1.06 2.41 -15.87 -10.98 -4.82 1.54 4.34 -0.83 -1.05 -361.47 -85.71 

A005940 우리투자증권 -5.75 -5.04 -51.31 1.03 -4.05 2.40 5.45 3.29 6.36 0.85 0.42 -38.05 -60.00 

A055550 신한지주 9.09 -7.29 -43.12 -17.21 -1.84 -6.35 1.02 2.02 7.36 2.64 -0.26 -17.74 -88.46 

A004940 외환은행 -1.08 -19.13 -41.05 -18.28 -14.74 -2.93 5.04 -0.55 1.24 3.81 0.00 -11.27 -94.12 

A010060 OCI 0.93 -5.90 -6.04 -6.91 -20.53 -0.66 3.07 1.32 8.50 0.60 -0.90 -66.96 -87.50 

A008000 도레이케미칼 0.53 1.46 -3.15 -1.57 -20.81 -1.56 0.89 0.18 0.35 30.70 -2.68 

A005490 POSCO -15.22 -3.82 -9.13 5.87 -12.33 -3.72 3.19 4.48 3.55 0.29 -0.57 -33.61 -75.00 

A000270 기아차 -6.08 -6.49 -23.76 -14.58 -16.46 3.00 7.84 -1.62 0.82 -5.86 -2.25 -0.30 -57.14 

A002350 넥센타이어 1.70 -0.11 -5.16 -4.61 -12.82 11.48 3.03 0.00 -1.76 -2.40 -1.84 -1.53 -40.00 

A006800 대우증권 -4.99 -8.37 -43.94 1.68 -4.89 0.47 5.94 1.40 8.76 0.42 1.27 -39.97 -66.67 

A010140 삼성중공업 -7.59 1.92 -23.56 0.56 -1.88 11.47 6.42 5.35 1.30 -0.13 -0.77 36.71 37.04

A001230 동국제강 -13.65 -15.61 -22.74 -3.23 -20.31 -9.38 -2.71 5.58 4.15 1.45 -2.14 -91.39 -64.29 

A024110 기업은행 5.82 -16.71 -59.62 -10.02 -4.56 -3.77 4.07 0.00 2.61 0.85 -0.42 -27.63 -86.36 

A011810 STX 0.59 -0.32 -4.74 -11.74 -6.60 -1.98 -0.88 -0.76 6.62 2.15 -1.87 

A030200 KT 0.62 -23.52 9.62 -32.95 9.59 1.75 -5.16 -0.13 1.20 1.18 -7.91 -14.21 -62.50 

A053320 테라리소스 0.94 -22.94 -11.93 -8.36 30.04 14.62 -10.22 -3.79 5.38 -3.74 -2.83 

A046890 서울반도체 -3.04 -8.31 -1.82 -1.11 9.42 9.69 5.35 7.28 0.00 -6.58 6.61 -79.62 -100.00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OP추정 변화율은 연초 컨센서스 대비 연말 컨센서스의 감익비율을 의미 함. 주2: EPS 이익종정비율은 당시 12월 1일 기준 과거 6개월 간의 Revision ratio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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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3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종목의 기간별 성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2013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최상위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방향성과 잔고추이 – 주가의 하방경직성 확보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2013년 12월 1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25개 종목군의 대차잔고 및 전/후 수익률 추이 

Code Name 연초대비 6개월간

1W 2W 3W 4W -3M -1M -1W 1W 2W 3W 4W OP추정 변화율(%) EPS 이익조정비율

IKS001 KOSPI 6.15 0.27 1.43 -3.15 -0.88 1.04 1.41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2.57 -0.23 -1.10 -40.94 -3.32 -9.34 2.34 -11.45 0.86 5.13 2.44 -37.45 -75.00 

A047040 대우건설 0.38 -2.69 3.45 -3.93 15.58 1.19 3.14 -5.51 -4.59 -9.23 5.59 -18.42 -76.47 

A032640 LG유플러스 -3.44 4.07 5.48 2.94 -19.54 -12.50 0.96 -4.29 2.49 0.00 4.37 -3.01 -40.00 

A000660 SK하이닉스 -9.66 9.60 -6.03 8.03 25.31 6.47 6.47 0.28 2.82 -3.29 4.25 119.55 52.00

A034220 LG디스플레이 8.36 0.85 -2.67 -7.38 -16.72 -2.59 2.95 0.61 0.00 0.81 2.42 -28.28 -87.50 

A003450 현대증권 -3.81 -7.11 -2.80 -3.40 3.51 -10.61 2.97 -3.56 1.05 0.52 1.21

A002350 넥센타이어 1.92 -7.61 -3.13 -9.95 -2.22 -0.96 -0.96 -4.87 -1.71 -2.08 3.19 -27.79 -58.33 

A009830 한화케미칼 -0.21 32.75 -9.00 -15.05 24.01 -4.77 -0.23 -7.52 -0.74 4.47 2.38 -59.86 -60.00 

A055550 신한지주 -2.13 0.45 2.60 -13.59 8.80 -4.91 1.14 -0.34 1.47 3.89 1.18 -18.07 -31.82 

A012630 현대산업 -7.11 -4.29 -1.87 1.02 6.28 -2.14 -5.38 -3.72 -4.55 4.76 5.45 -87.87 -63.64 

A033630 SK브로드밴드 -20.67 -14.30 -47.66 -49.56 -14.04 -3.90 2.25 -3.48 3.96 1.39 -0.34 -49.36 -20.00 

A006800 대우증권 3.24 12.81 3.41 -3.72 -1.60 -6.69 4.07 -3.48 -1.46 0.34 1.37 -86.03 0.00

A011200 현대상선 -21.67 -8.66 -10.05 -1.96 -38.07 -18.48 -1.75 -6.22 -4.74 0.50 12.87 -221.50 -100.00 

A000270 기아차 4.89 7.60 -2.15 2.77 -10.12 -1.79 -1.31 -5.96 -2.29 -1.44 2.56 -22.44 69.23

A053000 우리금융 -5.78 -1.54 -4.28 -22.56 13.97 2.43 0.00 -1.58 -1.21 3.66 4.32 -46.62 -95.24 

A005490 POSCO -7.17 1.77 -3.03 -1.07 1.55 3.31 0.61 2.14 -1.79 0.76 -1.36 -28.26 -93.75 

A001230 동국제강 -1.03 -1.42 -7.47 -1.59 3.43 -1.81 -1.46 -4.43 -1.15 0.78 1.94 -44.56 -22.22 

A042660 대우조선해양 -8.25 -20.96 -3.41 0.48 23.78 7.62 2.09 -6.81 -3.95 3.50 2.94 -37.94 25.00

A006360 GS건설 7.10 -11.89 0.06 -6.18 -14.55 -15.50 2.89 -5.29 -5.76 2.04 10.70 -287.34 -38.89 

A001440 대한전선 3.09 -3.04 0.57 -8.71 9.85 26.57 4.38 -4.01 -2.58 0.61 -3.25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1.43 4.11 -0.35 -2.50 -25.30 -16.47 5.54 -6.20 -5.93 3.60 14.78 -211.59 -100.00 

A010140 삼성중공업 -3.35 0.52 -3.80 -2.29 -0.76 -0.13 -2.00 -5.10 -4.70 8.32 -0.91 6.13 -34.78 

A016360 삼성증권 -9.43 30.83 -0.44 15.07 0.78 -3.62 1.69 -2.32 0.00 -1.13 0.80 -72.22 -16.67 

A000830 삼성물산 14.54 5.26 8.38 -13.62 10.30 -1.10 0.64 -4.43 -4.80 1.04 4.30 -29.06 -75.00 

A010060 OCI 2.25 5.43 -1.25 -6.08 11.43 -7.63 -6.15 -1.42 -0.87 4.08 7.00 -108.43 -94.12 

대차잔고 감소율 (%) 수익률(%) - 기준일 매년 12월 1일

자료: Wisefn,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주:OP추정 변화율은 연초 컨센서스 대비 연말 컨센서스의 감익비율을 의미 함.  

주2: EPS 이익종정비율은 당시 12월 1일 기준 과거 6개월 간의 Revision ratio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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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투자의견 분류:  산업: Overweight(10%이상), Neutral(-10~10%), Underweight(-10%이상) / 기업: Strong BUY(30%이상), BUY(10~30%), Marketperform(-10~10%), Underperform(-10%이상)   

            등급:  Strong BUY = 4, BUY = 3, Marketperform = 2, Underperform = 1, Blackout/Universe탈락 = 0 ( 주가 -, 적정주가 , 등급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

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