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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와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
<요약>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공
시시스템에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기
업을 지정확정 및 미지정 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예고일 및 결정일을 사건일
로 하는 사건연구를 통해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개인, 기관, 외국인으
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각 집단의 순매수도 비율을 구해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매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불성실공시 지
정확정 기업은 예고일과 지정일에 각각 -3.04%와 -2.10%의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보여 주면서 불성실공시가 예고일과 지정일 모두에서 음(-)의 정보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도 예고일에는 -2.49%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나고 추후 미지정으로 결정된 날에는 0.49%의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지
만 주가회복 정도가 예고일의 음(-)의 초과수익률에는 못 미치고 있다. 둘째, 불성
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지정예고 이전부터 지속적인 음(-)의 누적초과수익률
이 나타나고 지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패턴을 보이면서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확정일 이후 3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17%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경우는 예고일 이전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
만 주가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미지정일 이후에는 뚜렷한 초과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불성실공
시 예고일 및 결정일 주변에 평상시보다 70～100% 정도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어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와 지정여부 결정일을 전후하여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정보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
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결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지
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기조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간동안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누적초과수익
률이 평균 -17%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
한 매매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유형별로 특별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매매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러
한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성실공시의 뚜렷한 음(-)의 정보효과를 발견하
고, 투자자유형별로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매패턴을 분석하여 불성실공시제도의 유
효성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불성실공시가 뚜
렷한 음(-)의 정보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순매도를 나타낸 외국인 및 기
관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과 정책당국에게 중요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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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 또는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리
스크가 수반되는 주식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와 정책 등이 시행되
어 왔고, 그 중 하나가 기업공시제도이다.
즉, 기업공시제도란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1) 문제는 기업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제재조치를 통해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
시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해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
성실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그리고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
상 변경하는 공시변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재발방지 개선 계획서 제출, 주권 상장폐지 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불성실공시 지정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시장참가자들에게 어떠한 정보효
과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결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다만, 손성규(2001)가 1990년부터 1998년 10월까지 기간동안 증권
거래소에 보고된 불성실공시법인 자료를 대상으로 사건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의하
면 불성실공시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건일에 뚜렷한 시장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이후 불성실공시에 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정보효과보
다는 불성실공시 기업의 이익정보의 유용성 또는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아영, 전성빈, 박상수(2008)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공시 지정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비지정기업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차입이자율이 약
1.4% 포인트 증가하여 타인자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한 박상수, 전성빈, 이아영(2008)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불성실공시 지정법인
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공시기업의 차
기 영업현금흐름 예측력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50.7%∼64.4%에 불과하고, 현재 주
식수익률과 미래 이익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14%∼26%에 불과한 것으로
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해설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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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미흡하나마 이상 연구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불성실공시는 해당 기업의 이익
정보의 유용성을 약화시키고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내재가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증결과가 아니더라도 신뢰가 근간
이 되는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정보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성규(2001)의 연
구에서 불성실공시 지정일 주변에 뚜렷한 초과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를 대상으로 한 손성규(2001)의 연구와는 달
리 공시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본격화되
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 2000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의 정보효
과를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1년 8월부터 불성실공시 예고제도가 도입되면
서 예고 이후 실제로 지정이 확정되거나 해당기업의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미지정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2)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예고일 및 지정여부 결정일로 구
분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논문은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불성실공시 전후
의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불성실공시제도가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결정
일을 전후로 기관, 외국인, 개인으로 구분되는 투자자별 순매수도 패턴을 분석함으
로써 투자자유형별로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분
석해 볼 것이다. 특히,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3) 불성실공시 이전에 불리한 매매를 하는지 여
부와 불성실공시 이후에는 공시정보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불성실공시법
인으로 지정예고된 기업을 지정확정 및 미지정 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예고일
및 지정결정일을 사건일(event day)로 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를 하게 될 것이
다. 왜냐하면, 불성실공시로 확정된 기업과 이의제기를 통해 미지정된 기업 간에는
지정결정일에 서로 다른 주가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시점에 지정여부에 대해 시장의 예상이 가능한지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2)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
인 지정예고하고 이후 7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조치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종
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많은 해외연구들이 개인투자자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정보 열위로 인해 낮은 투자성과를 보여
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dean (1998, 1999), Barber and Odean (2000, 2001), Griffin,
Harris, and Topaloglu (2003), and Hvidkjaer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시장 뿐 아니라 핀란드
[Grinblatt & Keloharju (2000)], 일본[Kim and Nofsinger (2007)], 대만(Barber, Lee, Liu, and Odean
(2009)], 그리고 한국 [Bae, Min, and Jung (2011)] 등의 주식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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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정보효과가 서로 다른지 여부도 분석하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
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유발생일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공시불이행’과 이미 공시
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및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경’ 사이에는 불성실공시의 성격상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4)
보다 상세하게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과 미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예고일 -5일부
터 +2일까지 그리고 지정일 또는 미지정일 -2일부터 +5까지의 초과수익률(AR)을
측정하여 불성실공시 지정 기업과 미지정 기업의 정보효과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5) 또한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및 변경’으로 구분하여 불성실공시의 정보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된
표본에 대해 각각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일 또는 미지정일 이후 30일까지의 누
적초과수익률(CAR)을 측정하여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이전과 지정여부 결정 이후의
중장기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어떤 주가 움직
임을 보여 왔던 기업들이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대상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불성
실공시 지정 또는 미지정 이후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성실공시 예고일 이전 5일부터 지정여부 결정일 이후 5일까지의 거래
량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불성실공시란 사건(event)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을
추론하게 될 것이다.6) 그리고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일 또는 미지정일 이후 30
일까지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각 집단의 순매수도 비율
을 구해 매매패턴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간에 대해 분석한
누적초과수익률 패턴과 결합하여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 가운데
어느 집단이 유리 또는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불성
실공시제도가 정보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판단하
는 근거가 될 것이다.
4) 각각 세 가지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공시변경’의 경우가 흔하지 않아 별
도의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표본 수가 너무 적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시변경’
을 ‘공시번복’과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두 가지 경우는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공시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공시불이행’과는 확연히 구분
된다.
5) 불성실공시 예고일과 지정여부 결정일 사이의 기간은 표본에 따라 4 거래일부터 20일 이상까지 큰 차이
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간이 서로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 기간인 4 거래일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예고일 +2일까지와 지정일 또는 미지정일 -2일부터로 정하였다.
6) Beaver(1968)와 Karpoff(1987) 등은 특정 사건을 전후하여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건에 대한 정보
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기대(heterogeneous expectation)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5 -

이러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000년 이후 불성실공시 예고 및 지정
또는 미지정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정보효과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개
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매패턴을 분석
하여 불성실공시제도의 유효성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나아가서 실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현명한 투
자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시제
도를 운영하는 거래소와 정책당국에게 불성실공시제도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
라 불성실공시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 3장은 자료의 구성 및 특성을 설
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 4장은 실증분석 결과로
서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결정일 전후 주가 움직임을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 초
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에 의해 분석하며, 불성실공시를 전후한 거래
량과 투자자별 매매패턴을 파악하는 순서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
게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불성실공시제도7)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번복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지칭하며,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를 통해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시불이행은 공시기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며, 공시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 한 경우, 마지막으로 공시변경은 기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
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시사항에는 정기공시(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
태), 수시공시(기업의 주요 경영정보), 조회공시, 자율공시 그리고 공정공시 모두 불
성실공시에 포함된다.
기존 불성실공시제도에는 없었으나 2001년 8월부터 등록기업의 성실공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성실공시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거래소는 불
성실공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예고"를 해당 법인에 통보를 하며, 지정
예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은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10일(코스닥은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7) 본 논문의 내용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한국물거래소 공시시스템(KIND)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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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표하며 부과
벌점 및 제재금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사유, 부과벌점 등을 1년 간 게재하도록 되어있고, 증권시
장지 또는 증권정보 단말기 등의 시세표 상에 부과벌점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 동
안 ‘不’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부과벌점 차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매정지를 하였으나, 2010년 9월 27일부터는 매매정지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5점 이상의 벌점 부과 시에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조치로서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건당 최
소 1점(신청에 의한 유보 및 기공시내용 변동신고 위반)에서 최대 10점(중요공시 및
허위공시)을 부과하여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누계벌점
15점 이상이면(코스닥은 최근 2년 이내에 15점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
다. 한편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의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통보 및 성실공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제재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제보하면, 조치결과에 따라 포상
을 하는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3.1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한국거래소(KRX)
상장공시시스템에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
고되고 추후 지정여부가 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2번 이
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는 첫 번째 경우만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
다.8)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표본이 구성되고 있다.
<표 1> 표본의 구성

불성실공시 유형
코스피
코스닥
계
공시불이행
125(10)
259(64)
384(74)
8) 6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는 최장 분석기간이 예고일 이전 30 거래일부터 지정결정일 이후 30 거래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다른 불성실공시로 인해 분석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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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번복
공시 변경
총계

30(2)
6(1)
161(13)

152(27)
37(6)
448(97)

182(29)
43(7)
609(110)

( )는 지정예고후 미지정된 건수를 나타낸다.

전체 표본 수는 609건이고 이 중 110건이 지정예고 후 미지정된 경우로서 거래소
에 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어도 약 18% 정도가 이의신청이 받아져 미
지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자체가 해당 기업
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정예고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이
각각 161건, 448건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 상장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로 중소형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코스닥 기업들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보면 공시불이행이 미지정 74건을 포함해서 384건으로
전체 표본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고 공시번복이 182건으로 약 30%를 차지하며
공시변경은 43건으로 7%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 유형을 시장별로 살펴
보면 공시불이행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7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코스
닥에서는 약 58%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공시번복 및 변경이 약 42%로 높은
상대적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3.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사건연구(event
study)에서 이용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즉, 불성실공시 예고일과 지
정여부 결정일을 각각 사건일(event day)로 하여 이를 전후로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을 계산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을 구하여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때 불
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개장 중에 나오는 경우는 당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경우는 익일을 사건일(t=0)로 하였고, 불성실공시 지정여부 결정은 항상 장 마감 후
에 발표되기 때문에 익일을 사건일로 정하였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음 날 하루 매매정지가 되기 때문에 당일 종가에서 익익일
종가로 계산되는 수익률이 사건일 초과수익률을 구하는데 사용된다.9)
9) 본 연구의 표본기간 중에서 2010년 9월 27일 이전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확정되면 예외없이 다음
날 하루 매매정지가 되었으나, 이후에는 부과된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만 매매정지되도록 규정이 바
뀌었다. 본 논문의 표본 중에서는 총 49건의 경우가 매매정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성실공
시 지정확정 다음 날이 사건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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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과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정상수익률(benchmark)의
선택에 따라 평균조정 수익률모형(mean adjusted returns model), 시장조정 수익률
모형(market adjusted return model), 시장모형(market model), 산업지수 수익률조
정모형(industry adjusted return model)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10) 본 연구에
서는 시장조정 수익률모형을 사용하여 주가반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초과수익률(ER: Excess Return)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여기서  ：t일의 주식i 수익률
 ：t일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1)

 



N개의 조회공시 기업표본에 대해 일별평균초과수익률(AR: Average Abnormal
Return)을 각각 아래 식 (2)와 같이 구한다.
(2)



 

 

 

   

누적평균 초과수익률(CAR: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은 아래 식 (3)
과 같이 해당 기간동안의 일별평균 초과수익률을 합하여 계산된다.
(3)



  

 





한편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여부 결정일을 전후하여 거래량 변화 추이를 살
펴보기 위해 아래 식(4)와 같이 거래량 지수를 구하였다. 주식의 일별 거래량은 기
업마다 발행주식수와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 등의 차이로 인해 개별 주식별로 편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주식별 거래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건일 전후의 거래량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
은 식을 이용하여 각 표본의 초과 거래량(Abnomal Volume)를 구하고 이를 표본
집단에 대해 평균하여 거래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10) 이 방법들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김권중 외 2인(1994), 김찬웅·김경원(1997),
한봉희(2001)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김찬웅·김경원(1997)은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조정 수익률모형과 산업지수 수익률조정모형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석에서 검
정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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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 주변 특정일의 거래량 일

 일  
비교 기준기간 일평균 거래량
일

-1

(4)

또한 본 논문에서는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 가운데 어느 집단
이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여부 결정일 전후에 각각 어떤 매매패턴을 보이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 식(5)와 같이 투자자별로 일별 순매수도 비율을 구하여 분
석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각 주식별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순
매수도 비율을 구하여 사용한다.
투자자유형별 일별순매수 도 량 일
순매수 도 비율 일   × 
발행주식수 일

(5)

4. 실증분석결과
4.1.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결정일 주변 초과수익률 분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기업을 지정확정과 미지정 기업으로 나누어 예고
일 이전 5일부터 이후 2일과 지정여부 결정일 이전 2일부터 이후 5일까지의 초과수
익률(AR)을 살펴본 결과가 각각 <표 2>와 <표 3>에 나타나고 있다.11) 이렇게 구
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시점에서 지정여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지정확정과 미지정 경우가 각각 어떻게 다른 주가반응을 나
타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 2>에 나타난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예고일 및 지정일 전후의 초
과수익률을 보면, 예고일과 지정일에 각각 -3.04%와 -2.10%의 유의한 초과수익률
을 보여 주면서 불성실공시가 예고일과 지정일 모두에서 음(-)의 정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성실공시 지정일에 뚜렷한 정보효과를 발
견하지 못한 손성규(2001)의 연구결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의 초과
수익률은 예고일 전후로도 나타나, 특히 예고 직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CAR)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2.76%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가 주가에 일부
11)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AR과 CAR은 다른 사건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일부 표본의 극단값에 의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R과 CAR 값을 중간값
으로 계산하여 보았으나 크게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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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지정일에 나타난 음(-)의 초과 수익률은 지정
일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지정 직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1.40%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예고일 및 지정일 주변 초과수익률
지정

사건일의

지정일

2일

전과

수익률(AR)은
산하고,

주변

단기

5일

시장반응을

후의

분석하기

초과수익률(AR)

[          ] 을

누적초과수익률(CAR)은

구한

및
후,

해당기간의

위하여

예고일

공시불이행
-0.501 *
0.037
-0.426 *
-0.916 ***
-1.564 ***
-2.895 ***
-0.937 ***
-0.652 **
-3.370 ***
0.043
-0.121
-2.428 ***
-0.227
-0.637 **
-0.481 *
-0.388
0.199
-1.534 **

전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집단의

평균치인

초과수익률을

누적

구하였다.

Day
-5
-4
-3
-2
-1
0(예고일)
+1
+2
CAR(-5,-1)
-2
-1
0(지정일)
+1
+2
+3
+4
+5
CAR(+1,+5)

5일

공시번복 및 변경
0.139 *
-0.736 *
-0.268
0.208
-1.060 **
-3.294 ***
0.061
0.644 *
-1.718 *
-0.088
-0.186
-1.531 **
-0.568
-0.657 *
-0.059
-0.232
0.334
-1.182

2일

후

그리고

측정하였다.

초과

  ∑   으로
합산한

계

  ∑  로

(단위: %)
전체
-0.265
-0.249
-0.368 *
-0.501 **
-1.378 ***
-3.043 ***
-0.568 **
-0.173
-2.760 ***
-0.005
-0.145
-2.096 ***
-0.353 *
-0.644 ***
-0.325
-0.330 *
0.249
-1.404 **

주(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한편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고일 기준으로 공시불이행이 -2.90%, 공시
번복 및 변경은 -3.29%로서 두 경우 모두 유의한 음(-)의 정보효과를 보이되, 공시
번복 및 변경이 시장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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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고일 직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면 공시불이행은 -3.37%인 반면에
공시번복 및 변경은 -1.72%이고, 공시불이행은 예고일 직후 2일 동안에도 지속적으
로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임으로써 예고일 전후의 누적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불이행이 공시번복 및 변경보다 주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정일 직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도 공시불이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1.53%인 반면에 공시번복 및 변경은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미지정으로 결
정된 기업의 예고일 및 미지정 결정일 전후의 초과수익률이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 추후 미지정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예고일의 초과수익률
은 -2.49%로서 유의한 음(-)의 정보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성실공
시법인 지정예고 시점에 시장이 지정여부에 대해 예측을 못하고 있고, 따라서 불성
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일단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다만, 미지정의 경우는 예고일 직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비유의적
인 값을 보이면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 지정확정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3>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예고일 및 지정일 주변 초과수익률
미지정 사건일의 주변 단기 시장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고일 5일 전과 2일 후 그리
고

지정일

2일

전과

초과수익률(AR)은
로

계산하고,

  ∑  로

Day
-5
-4
-3
-2
-1
0(예고일)
+1
+2
CAR(-5,-1)
-2
-1

5일

후의

초과수익률(AR)

[          ] 을
누적초과수익률(CAR)은

구한

및
후,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집단의

해당기간의

평균치인

초과수익률을

구하였다.

공시불이행
0.340
-0.449
0.593
-0.703
-0.126
-1.859 ***
-0.274
0.736 *
-0.345
-0.015
-0.367

공시번복 및 변경
-0.601
0.138
0.536
-1.421 *
1.601 *
-3.782 ***
-0.992 *
-1.093 *
0.252
-0.1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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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   으
누적

합산한

(단위: %)
전체
0.032
-0.257
0.575
-0.938 *
0.439
-2.489 ***
-0.509
0.132
-0.149
-0.025
0.330

0(미지정일)
+1
+2
+3
+4
+5
CAR(+1,+5)

0.107
0.006
-0.070
0.482
0.121
0.202
0.741

1.261 **
0.759
-0.229
0.282
-0.085
0.304
1.031

0.485 **
0.253
-0.122
0.416
0.054
0.236
0.836

주(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이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가가 이의신
청을 통해 미지정으로 결정된 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49%의 양(+)의 초과수익
률을 보이면서 주가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회복 정도는 예고일
에 발생한 -2.49%의 음(-)의 초과수익률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사실
상 추후에 미지정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결국 해당 기업
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서 본 논문의 표본
분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기업의 약 18% 정도가 미지
정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좀 더 신중을 기하
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미지정된 경우를 지정예고 당시의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고일 기
준으로 공시불이행이 -1.86%, 공시번복 및 변경은 -3.78%로서 두 경우 모두 유의
한 음(-)의 정보효과를 보이되, 공시번복 및 변경이 시장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지정일의 초과수익률은 공시불이행에서
비유의적인 값을 보이나 공시번복 및 변경은 1.26%의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
면서 예고일에 하락한 주가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고일과 미지정일
의 초과수익률을 결합해 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인해 주가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은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결정일 전후 30일 누적초과수익률 분석
다음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기업들이 과거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
왔고, 지정확정 또는 미지정으로 결정된 이후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결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누
적초과수익률(CAR)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지정확정과 미지정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고
일과 결정일 사이의 기간은 표본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이 부분은
절단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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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1>에 나타난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면 전
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눈에 띈다. 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기 이전 30일부터 예고일 직전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이 거의 -7% 수준에 이르
고 있고, 예고일과 지정일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지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일
이후 3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17%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앞서 예고일
과 지정일의 초과수익률이 합해서 약 -5.1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성실공시 지
정기업은 예고 이전부터 상당한 주가하락이 있었고 지정 이후에도 주가하락이 지속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이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순매수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 유
형별로 보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및 변경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지만 공시불이
행의 누적초과수익률 하락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예고일 및 지정일 전후 30일 누적초과수익률
예고일

및

지정일

실공시

예고일

전후

30일

불성실공시

전부터

지정확정

예고일까지와

기업의

불성실공시

주가흐름을

분석하기

지정확정일부터

이후

위하여

불성

3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누적초과수익률(CAR)은 해당기간의 초과수익
률을 누적 합산한

  ∑  로

계산하였다.

(단위: %)

다음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되었으나 미지정으로 결정된 기업의 예고일 이
전 30일부터 미지정 결정일 이후 3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 추이를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난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지정 기업의 경우는 예
고일 이전에 주가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주가하락 추이를 나타낸 지정확정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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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미지정일 이후에는 뚜렷한 초과수익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
어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지정일 이후 지속적인 주가하락 패턴을 보이는 것과 대조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고일 이전에 시장수익률 대비 주가하락이 컸던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미
지정 경우도 누적초과수익률 패턴을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보면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 및 변경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가 공시불이행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예고일 및 지정일 전후 30일 누적초과수익률
예고일
공시

및

미지정일

예고일

30일

전후

전부터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예고일까지와

주가흐름을

미지정일부터

이후

분석하기

30일까지의

위하여

불성실

누적초과수익률

(CAR)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누적초과수익률(CAR)은 해당기간의 초과수익률을 누적 합산
한

  ∑  로

계산하였다.

(단위: %)

4.3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결정일 전후 거래량과 투자자유형별 매매
패턴
이번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고 이후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event)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을 추론하기 위해 예고일 이전 5일
부터 지정결정일 이후 5일까지 해당 주식의 거래량 추이를 거래량 지수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12) 거래량 지수는 개별 주식별
12) 전체 표본을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과 미지정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보았으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본 논문의 <표 4>에서는 전체 표본과 불성실공시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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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래량 편차가 큼으로 인한 비교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t일 거래량을
예고일 30일 전부터 6일 전까지 25일간의 일평균 거래량으로 나눈 뒤 1을 빼서 표
준화하였다. 따라서 특정일의 거래량 지수가 0보다 크면 표시된 숫자의 비율만큼
평상시 거래량 평균보다 거래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표 4>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일 주변 초과 거래량
예고일 및 지정일 주변의 거래량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준기간 대비
사건일 주변의 초과거래량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한 값이 0보다 크면 표시된 숫자의 비

일평균 거래량)-1]로

[(사건일 주변 특정일의 거래량/비교 기준기간

율만큼 평상시 거래량 평균보다 거래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Day
-5
-4
-3
-2
-1
0(예고일)
+1
+2
-2
-1
0(결정일)
+1
+2
+3
+4
+5

공시불이행
0.301 ***
0.421 ***
0.383 ***
0.397 ***
0.601 ***
0.717 ***
0.514 ***
0.607 ***
0.939 ***
0.700 ***
0.889 ***
0.528 ***
0.437 ***
0.937 **
0.578 ***
0.542 ***

공시번복/공시변경
0.251 ***
0.232 ***
0.335 ***
0.916 ***
0.832 ***
1.442 ***
0.893 ***
0.879 ***
1.133 ***
1.167 ***
1.229 ***
1.054 ***
1.120 ***
1.088 ***
1.366 ***
1.639 ***

전체
0.283 ***
0.351 ***
0.365 ***
0.588 ***
0.686 ***
0.984 ***
0.653 ***
0.707 ***
1.010 ***
0.873 ***
1.014 ***
0.721 ***
0.688 ***
0.993 ***
0.868 ***
0.945 ***

주(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4>에서 우선 눈에 띠는 결과는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일 주변에 모두
평상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성실
공시 예고일과 결정일에 전체 표본에서 각각 98%와 101%씩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
고, 결정일 전후에도 평상시보다 70～100% 정도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불
성실공시 유형별로는 공시번복 및 변경이 공시불이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거래량 증
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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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을 전후하여 거래
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서로 다
른 기대(heterogeneous expectation)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사건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지정여부 결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정보반
응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한 거래를 통해 어떤 투자자가 이들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표 2>와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와 지정여부 결정에 따라 상당한 음(-) 또는 양(+)의 초과수익률
이 발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성실공시 지정확
정 기업의 경우는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일 이후 30일까지 지속적인 주가하락
으로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17%인 점을 감안하면,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수 또는
매도 결정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결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불성실공시
로 인해 불리한 매매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성실공시제도의 유효성
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표 5>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표 5>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일 전후 30일의 투자자유형별 누적순매수도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및

미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예고일

이전 30일 동안과

지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투자자유형별 투자자별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계산하였다. 누적순매수도
비율은

기 관
외국인
개 인
기 관
외국인
개 인

(해당일의 투자자유형별 순매수수량/발행주식수)*100 로

산정하였다.

전체기간
예고일 이전
지정일 이후
(-30··+30) (-30,-1) (-30,-11) (-10,-1) (+1,+30) (+1,+10) (+11,+30)
Panel A: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
-0.324 -0.167 -0.107 -0.059 -0.272 -0.095 -0.177
-1.012 -0.422 -0.293 -0.129 -0.300 -0.151 -0.150
1.784
0.778
0.545
0.233
0.703
0.262
0.441
Panel B: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
-0.128 -0.062 0.005 -0.067 -0.171 0.042 -0.213
-0.061 -0.045 0.067 -0.112 0.015 -0.061 0.076
0.682
0.309 -0.015 0.324
0.391
0.115
0.276

<그림 3>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지정일 전후 30일의 투자자유형별 누적순매수도 패턴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및 미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예고일 이전 30일 동안과 지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투자자유형별 투자자별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구하여 그림으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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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누적순매수도

비율은

(해당일의 투자자유형별 순매수수량/발행주식수)*100 로

산

정하였다.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

먼저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를 보면, 가장 눈에 띠는 결과가 전체 분석
기간동안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 및 기관투자
자는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
업의 경우 예고일과 지정일에 각각 -3.04%와 -2.10%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포함
해서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일 이후 30일까지의 기간동안 누적초과수익률이 약
-17%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매우 불리한 매
매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13)
13)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및 변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패턴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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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불성실공시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의 사항이 대두된다. 첫
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이전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우월한 정보력을 바
탕으로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주식을 매
도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투
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는 추세역행 투자자(contrarian
investor)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
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주식을 순매입했을 수 있다.14) 둘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하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성실공시제도가 특히 보호받
아야 할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못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성실공시가 확정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나쁜 소식으로 인해 주가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
자들이 해당 주식을 계속 순매수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매입하는 주식이 불성실공
시 기업인지를 모르고 거래했을 수 있으나,15)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증권정보 단말기 등에 한동안 표시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
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세역행의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주식 매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16)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공시제도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누적순매수도 패턴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불성실공시 지정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및 기관투
자자 사이에 뚜렷하게 매매패턴의 차이가 보였던 반면에 미지정 기업의 경우는 미
미한 차이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그림 2>에서 보여준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 추이와 연관시켜 보면, 미지정의 경우는 투자자유형
별로 특별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매매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보고를 생략하고 있다.
많은 해외연구들이 기관투자자는 추세추종 거래자(momentum trader)인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추세역행
투자자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Nofsinger and Sias(1999), Grinblatt &
Keloharju (2000), Griffin, Harris, and Topaloglu(2003), Kaniel, Saar, and Titman(2008) 등을 들 수 있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추세추종 거래자인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추세역행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hoe, Kho, and Stulz(1999)와 Bae,
Min, and Jung(2011)]. 특히, 박진우, 황동혁(2012)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급락 후 개인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한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5) Field and Lowry(2009)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본 논문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분석기간동안(예고일 이
전 30일부터 지정일 이후 30일까지) 주가하락폭이 큰 주식일수록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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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성실공시 예고일과 결정일 전후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때 주로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포지
션을 취하고 있다. 특히, 예고일 이전부터 지정일 이후까지 지속적인 음(-)의 초과
수익률을 보이는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뚜렷한 순매수 패턴을 보임으로써 순매도를 보인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
리한 매매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유형별로 상이한 매매패턴이 정보력
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개인투자자는 추세역행,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추
세추종 거래행태를 보이는 결과인지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공시제도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공
시시스템에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기
업을 지정확정 및 미지정 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 예고일 및 결정일을 사건일
로 하는 사건연구를 통해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예고일 이
전 30일부터 결정일 이후 30일까지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
로 각 집단의 순매수도 비율을 구해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매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은 예고일과 지정일에 각각 -3.04%와 -2.10%의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보이면서 불성실공시가 예고일과 지정일 모두에서 음(-)의 정
보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의 정보효과는 공시불이행과 공
시번복 및 변경 사이에 눈에 띠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미지정으로 결정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고일에 초과수익률이 -2.49%로 유의한 음(-)의 정보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추후 미지정으로 결정된 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49%의 양(+)의 초과수
익률을 보이면서 주가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회복 정도가 예고
일에 발생한 음(-)의 초과수익률에 못 미치면서 결국에 미지정되더라도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예고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및 변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지정예고 이전 30일부터 예고일 직전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이 -7%에 이르고 있고, 예고일과 지정일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하락
하며, 지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지정확정일 이후 3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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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매우 큰 규모이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기업의 경우는 예고일 이
전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미지정일 이후에는 뚜렷한
초과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불성실공시 예고일 및 결정일 주변에 모두 평상시보다 70～100% 정도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어 불성실공시 지정예고와 지정여부 결정일을 전후하여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정보에 반응하고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 유형
별로는 공시번복 및 변경이 공시불이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거래량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예고일 이전 30일부터
결정일 이후 30일 동안의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기간동안 불성실
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17%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매우 불리한 매매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편 불성실공시 미지정 기업의 경우에도 대체로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외국인 및 기
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가 약해 투자자유형별로 특별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매매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문적, 실무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학문적으로 본 논문은 2000년 이후의 기간을 대
상으로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여 1990년대를 대상으로 했던 손성규(2001)
의 연구결과와 달리 불성실공시 예고일과 결정일 주변에 뚜렷한 초과수익률을 발견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시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의 이해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뚜렷한 음(-)의
정보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불성실공시가 해당 기업의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약화시키고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내재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불성실공시 전후의 매매패턴을 분석하여 불성실공시제도
의 유효성을 살펴본 최초의 시도란 점에서 향후 연구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시
사하는 바가 있다. 가장 먼저 불성실공시는 일반적인 시장의 예상대로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란 점이다. 즉, 지정예고 시점에는 향후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음(-)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나고, 지정확정일에 추가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이 발생
하여 손실이 확대되며, 미지정 결정일에는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지만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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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
정된 기업들이 대체로 지정예고 이전에 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추세역행적 매매성향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을 매입하는 행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된
기업들은 지정 이후에도 대체로 추가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불성실공시를 계기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현명한 투
자방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일 이전부터 지정일 이후
까지 지속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기업의 경우, 같
은 기간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뚜렷한 순매수 패턴을 보임으로써 순매도를 나타낸 외
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매매행태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시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거래소와 정책당국에게 불성실공시제도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면 추후에 미지정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과 투자
자들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본 중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
고 기업의 약 18% 정도가 미지정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불성실공시법인으
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지정 이후 추가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순매도를 나타낸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
실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표시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성
실공시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에 손성규(2001)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 원인에 대
해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두 연구의 차이점으로 손성규(2001)는 1990년대인
반면에 본 연구는 2000년대로 표본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기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점은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
가 본격화되고 공시제도도 강화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형 벤처기업
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기업의 불성실공시 빈
도가 높아지고 일부 불성실공시 기업이 최종적으로 파산이나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
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2001년 8월 도입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가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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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공시 지정사유에 따른 정보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
지 못하다. 불성실공시의 유형을 기업의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공시불이행’과 이미 공시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공시번복 및 변경’으로 구분했을 때, 공시되지 않은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번복되거나 변경된 공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불성실공시
의 정보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불성실공시 지정사유가 된 사건의 내
용을 좋은 정보(good news)와 나쁜 정보(bad news)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필요성
이 있다. 왜냐하면, 공시불이행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보가
좋은 정보 또는 나쁜 정보이었는지에 따라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가 달라질 수 있
고,17)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에도 번복 또는 변경 대상이 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18)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불성실공시 지정사유를 읽고 대상이 된 정보가 좋은 또는 나쁜 내
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19)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공시 지정확정 법인의 경우 지정예고 훨씬 전부터 음
(-)의 누적수익률이 나타나고 지정확정 이후에도 음(-)의 누적수익률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가패턴 하에서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여주어 반대로 순매도하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매매행태를 보이는 이유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투자자유형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매매패턴이 정보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개인투자
자는 추세역행,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는 추세추종 거래행태를 보이는 결과인지를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7) 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손성규(2001)는 불이행한 공시 내용을 좋은 또는 나쁜 정보로 구분하여 상이한
정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공시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불성실공시가 발표된 시점에는 정보의 성격에 상관없이 더 이상 주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기업이 공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는 것만이 정
보효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8) 번복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시는 좋은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을 서둘러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성규(2001)의 연구에서
도 번복 대상이 된 공시의 내용이 좋은 정보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된 표본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19) 손성규(2001)는 불성실공시 지정사유가 된 사건의 내용을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
였으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또는 나쁜 정보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는 연구에 사용된 353개의 표본 중 133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도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사이에 뚜렷한 정보효과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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