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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발생이 기업의 생존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거래소(KRX)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 매
매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투자자유형 간 정보 분석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투자
자의 투자전략과 투자성향에 의해서 소액개인투자자의 피해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횡령발생기업의
공시일 전후에 나타나는 초과수익률이 조회공시여부 및 횡령발생규모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차별적인 정보효과를 보이며 해당기업의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횡령발생
공시 이전에 순매도를 통해 횡령발생공시에 따르는 투자손실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로 인해 불리한 투자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횡
령발생공시 이후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되는데, 특히 횡령발생규모가 큰
기업집단과 횡령발생공시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업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상
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횡령발생공시 기업의 횡령규모에 따른 기
업의 생존확률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10%수준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COX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의 생존확률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을 발
견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령발생공시기업의 중장기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는 횡령발생규모와 상관없이 상당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
며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에서 더욱 급격한 주가하락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
인투자자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추세역행투자
전략(contrarian strategy)과 투기적 성향을 지닌 주식(lottery-type stocks)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보임으로써 횡령발생으로 인한 주가하락 손실 뿐 아니라 횡령발
생 이후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하락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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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자발적(voluntary) 혹은 비자발적(involuntary) 공시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은 수많은 기업고유의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내부 관계자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한 기업부정 사건은 악재
공시로 인한 일시적 주가하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횡령사건은 기업 내 일부관계자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하여
조직의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기업부정사건이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Kaminski et al(2004)은 횡령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재무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기보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과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이 포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형태의 기업부정행
위로 표현하고 있다.
기업내부 관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최종산물로
볼 수 있는 횡령사건은 단기적 주가하락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기업은 잠재적 불신기업으로 낙인 될 수 있고 기업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
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열위
(uninformed)와 공적정보(public information)에 대한 정보 분석능력이 낮은 투자주
체로 평가되는 소액개인투자자들의 경우1) 횡령발생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투자손실
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재량적 유동성(discretionary
liquidity)을 지닌 거래주체로서 거래전략에 있어 양성피드백(positive feedback)투자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음성피드백(negative feedback)투
자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2) 더욱이 상대적 빈곤의 상황에 있는 소액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가 정보열위로 인하여 낮은 투자성과를 보여준다는 실증분석결과는 주로 미국시장을 대
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Odean, 1998, 1999; Barber and Odean, 2000, 2001; Griffin, Harris, and
Topaloglu, 2003; Hvidkjaer, 2008). 핀란드(Grinblatt and Keloharju, 2000), 일본(Kim and
Nofsinger, 2003), 대만(Barber, Lee, Liu, and Odean, 2009) 등에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
을 분석한 연구로는 고광수, 김근수(2004), 박경인, 배기홍, 조진완(2006), 길재욱, 김나영, 손용세
(2006), Bae, Min, and Jung(2011) 등이 있다.
2) 많은 해외연구들이 기관투자자는 추세추종 거래자(momentum trader)인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추세
역행 투자자(contrarian trader)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Nofsinger and
Sias(1999), Grinblatt and Keloharju (2000), Griffin, Harris, and Topaloglu(2003), Kaniel, Saar,
and Titman(2008)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국
인 및 기관투자자는 추세추종 거래자인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추세역행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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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에 있어 정교하면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자
들에 비하여 투기적 성향을 지닌 주식(lottery-type stocks)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기 쉽다(Kumar, 2009).3) 따라서 재무적 곤경에 있는 기업에서 횡령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4) 잠재적 횡령발생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횡령발생
공시 이전에 개별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능력과 투자전략 특성의 차
이로 인해 사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횡령발생이 해당기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진
다면, 횡령발생공시 이후에도 투기적 성향의 주식을 선호하고 역투자전략
(contrarian strategy)을 취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횡령발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
국인투자자간의 정보에 대한 인식(awareness)5) 및 투자성향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횡령발생의 공시효과와 함께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중장
기적인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횡령발생 전후의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횡령발생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의 영향이 어떤 투자자
에게 집중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횡령발생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극
단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진다. 첫째,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
권시장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조정초과수익률(size-adjusted return model)을 통해 횡령발생
의 공시효과를 분석한다. 즉,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횡령발생 공시일을 사
건일(event day)로 하여 초과수익률(AR)을 측정하고 시장에서 예상되지 않은 사건
(unexpected event)으로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며, 이를 사전조회공시여
부 및 횡령발생규모, 향후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둘째, 횡령발
생공시 전후에 나타나는 누적초과수익률(CAR)과 투자자유형별 순매수(도)비율
(CNPR)을 계산하여 사건발생 전후 각각 60거래일 동안의 주가움직임 및 투자자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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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박(gambling)에 대한 “절망(desperation)"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차별적인 재무적 곤경(financial
stress)의 상황에 맞서 복권구매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Friedman and Savage, 1948;
Brenner and Brenner, 1990; Blalock et al, 2007). 이러한 현상을 자본시장으로 확장시켜 보면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기적 성향을 지닌 주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4) Erickson(2006)에 따르면 횡령과 같은 기업내부자에 의한 부정사건은 상당한 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재무적 곤경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5) Field and Lowry(2009)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
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거래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경우 투자하는 모든 기업의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정보전달 수단에 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는 여전히
정보열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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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매매패턴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매매패턴이 횡령규모의 차이 및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셋째, 생존율 분석을 통하여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
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와 어떤 요인들이 횡령발생공시기업의 생존확률에
대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횡령발생공시 이
후 약 2년까지의 중장기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을 산출하여 횡령발생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의 중장기 투자성과를 측정하고, 횡령규모와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중장기 초과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횡령발생공시 당일과 익일동안 -6.44%
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시이전 5일부터의 누적초과수익률은 -14.46%
에 달해 횡령 발생이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사전조회공
시여부와 횡령발생규모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서도 횡령발생
공시의 차별적 시장반응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횡령발생공시 이전부터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패턴을 보임으로써 손실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로 인하여 불리한 투자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횡령
발생 이후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횡령발생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나 잠재적 손실규모가 커지고 있으
며,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업과 존속한 기업 간 개인투자자의 순매
수강도의 차이가 횡령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횡령발생의 규모에 따른 상장폐지확률 차이검증에서는 10%수준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횡령발생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COX생존율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부호는 예상대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예측요인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끝으로, 횡령공시 이후 약 2년 동안의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은 -47.43%로서 횡령발생 이후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하락이 심
각하고 따라서 투자성과도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의 중장기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은 횡령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횡
령발생 이후 2년 내에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에서는 존속한 기업보다 큰 주가하락
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횡령사건에
대한 공시규정 및 제도에 대해 파악해보며, 제 3장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
에 대해 기술한다. 제 4장은 실증분석 결과로서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주가움직임을
초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에 의해 분석하고, 전후의 투자자 유형별
매매패턴을 횡령규모 및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순서로 기술하
게 될 것이다. 또한 생존율 분석을 통해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기업
과 생존기업의 예측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게 되며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을 산출하여
횡령발생기업의 중장기 투자성과을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의의를 기술함으로써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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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과 관련된 상장기업의 공시규정 및 제도
횡령사고의 발생은 단순 자금유용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자금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발생할 뿐 아니라 기업관계자 일부의 비도덕적 행위에 의
하여 취해지는 기업부정문제이기 때문에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장치가 강하
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외부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기업관계자의 비윤리적행태에 의한 횡령사고를
방지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8년 1월 횡령발생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였으며6), 2009년 2월에는 횡령사고발생과 같은 질적 기
준에 미달하는 상장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내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7) 한편, 2011년 4월에는 횡령
과 관련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의 규정을 횡령사건의 확정판결단계가 아닌 검찰기
소단계일지라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횡령사건과
관련된 현행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고와 공시규정 및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47호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 및 공시규정은
제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3)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등(퇴직한자를 포함)의 횡령관련 혐의가
확인 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 된 때에 이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91호는 제48조 제2항 제4호 나목
의 해당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 및
배임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 된 경우에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
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8)
한편, 코스닥 시장의 공시규정 및 신고 사항 역시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6)
6)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은 2008년 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4년 이후부터 코스닥시장을 중심으

로 횡령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2007년도의 횡령사고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횡령규모는 3배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횡령관련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시 및
제재강화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7)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횡령과 같은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형식
적인 상장폐지기준적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기존제도의 양적 기준뿐만 아니
라 질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종합적인 실질판단을 통해 상장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의 규정
및 제도 참조
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시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횡령 및 배임사실에 대한 공시가 있거나 검찰 기소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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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임직원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관련 혐의를 확인한 때에 이를 공시하도
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금액에 한하여 즉각적으로 의무공시를 하도록 되어있다.9)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952호는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일정 규모의 횡령혐의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
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제2항 제5호 나목과 다
목에 따라 횡령 등으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여부 및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됐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3. 자료 및 연구방법
3.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횡령발생공시기업과 관련된 표본의 기초자료는 한국거
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공시검색창을 이용해 수집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주
가수익률자료와 재무특성자료 등은 Fn-guide 및 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을 이용
하여 취합하였다. 표본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으로 한국거래소
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횡령사건으로 인한 공시
자료는 총 550건(유가증권시장 113건 코스닥시장 437건)이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에 적합한 표본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복공시 및 정정공시 등을 제외하고 개별기업의 횡령발생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공시된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금융업종에 속한 기업과 횡령발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211개 횡령발생기업의 연도별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141개 기업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가 된 것으로 나타나 횡령발생이 있었던 기업들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한편 211개 기업 가운데 횡령발생공시 이전부터
이미 거래정지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횡령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정지가 이루어져
주가수익률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전년도의 재무변수자료가 존재하지
9) 여기서 횡령배임에 대한 규모는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6)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하며,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 및 배
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해당법인 공시책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공
시규정 제948호는 제44조 제6항에 따라 최근 3년이내에 횡령혐의로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6)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신고 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등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
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0) 다만 횡령발생이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횡령발생과 상장폐지의 연관성을 횡령발생 공시 이후 2년 이내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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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76개 기업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 35건 코스닥시장 100건으로
총 135개 기업이 최종분석대상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1> 표본의 구성

아래의 표는 2004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8년의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최초횡령발생공시의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괄호 안은 횡령발생
기업 중에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건)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0(0) 7(6) 1(0) 7(4) 9(3) 9(1) 4(3) 5(4) 42(21)
4(4) 14(8) 18(11) 25(20) 54(41) 22(13) 13(11) 19(12) 169(120)
4(4) 21(14) 19(11) 32(24) 63(44) 31(14) 17(14) 24(16) 211(141)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횡령발생공시의 정보효과와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다.
우선 정보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건연구(event study)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횡령발생공시일을 사건일
(event day)로 하여 초과수익률(AR: abnormal return)을 산출하고 이를 누적한 누
적평균초과수익률(CAR: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을 계산하였으며, 정
상수익률(benchmark)의 계산은 규모조정수익률모형(size-adjusted return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시장별 매년 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5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
고, 각 표본 기업의 일별 주가 수익률에서 해당 기업이 속한 포트폴리오의 일별 동
일가중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초과수익률을 산출하고 있다.
우선 개별기업 i의 일별 초과수익률(ER: Excess Return)은 아래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
여기서  ：t일의 기업 i 주가수익률
 ：t일의 기업 i 가 속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평균 수익률
 

 

 

(1)

 



그 다음, N개의 표본기업에 대한 일별평균 초과수익률(AR: Average Ab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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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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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
유형별로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매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식 (4)와 같이 투
자자별로 일별 순매수(도)비율을 구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때 기업 간의 발행주식수
의 차이로 인한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김동순과 전영순(2004)의 방법을 따라
해당일의 투자자 유형별 순매수수량을 해당일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그날의 순매
수율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관찰기간동안 누적 합산함으로써 투
자자 유형별 누적순매수(도)율(CNPR: cumulative net purchase(sales) ratio)을 산정
한다.
   



 



 

(4)

× 



여기서  : 기업 i에 대한 t일의 순매수(도)량

: 기업 i에 대한 t일의 발행주식수
 

 

그리고 횡령발생규모에 따른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Kaplan-Meier(1958)의 누적한계추정법(product limit estimator)을 사용하여 추정하
였으며11) 횡령발생 이전의 기업특성 및 횡령발생의 규모가 상장폐지확률을 결정하
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Cox(1972)의 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12)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연구모형은 아래 식 (5)와 같
Kaplan-Meier 생존율 추정은 분석대상이 일정기간 생존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생존시간이 어
떠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비모수적 기법으로 표본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경은 경우에도 유용하며 계단함수(step function)의 모양을 가진다(Kaplan and Meier, 1958).
12) Cox의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은 관심사건(event of interest)과 절단사건
(censored event)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폐지를 관심사건으로 지정하고, 횡령발생 이후
부터 주별(weekly)로 계산하여 104주(week)가 될 때까지 상장폐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절단사건으
11)

- 9 -

다.
    exp
여기서               
       

(5)

변수의 정의:
hi(t) : t기간까지 존속한 기업i가 해당 주(week) t에 상장폐지될 확률
h0(t) : 기본선헤저드(baseline hazard function), 독립변수의 값이 모두 ‘0’일 때
상장폐지가 될 확률)13)
exp(z) : 상장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mb_SIZE : 총자산대비 횡령금액의 크기에 대한 더미변수로
중위수 이상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CNPR : 횡령발생이후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누적순매수비율
SIZE : t-1년도말의 자산총계(천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 t-1년도의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ROA : t-1년도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OCF : t-1년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GROWTH : t-2년 대비 t-1년 매출액의 성장률
TURNOVER : t-1년도의 일별 거래량(거래량/상장주식수)의 평균값
MK_Dummy : 시장구분 더미변수로 유가증권시장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이 식에서 우선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영업활동 현금흐름(OCF)
등의 주요 재무비율이 예측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Fitzpatricke(1931)은 부실기업이
건전기업에 비해 파산시점 이전의 수년 전부터 재무비율들이 산업평균치에 비해 악
화되고 있으며, 파산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재무
비율들이 부실예측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Beaver(1966)는 순이익비
율, 현금흐름비율, 부채비율 등 30개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부실을 예측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이중 총부채 대 총자산비율, 현금흐름 대 총부채비율 및
총자산순이익률 등이 그 예측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금흐름 대 총부채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
(LEV), 총자산순이익률(ROA), 영업활동 현금흐름(OCF)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여 이
로 지정한다. 흔히 어떠한 사건을 분석할 때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을 사용하는데, 로지스틱
모형과 Cox의 비례위험모형 모두 독립변수가 특정사건의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모형은 단순히 사건의 발생여부가 종속변수인 반면, Cox의 비례
위험모형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사건발생확률 h(t)로 t시점까지 상
장폐지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이 t시점 직후에 순간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조건부확률값이 된다
(Allison, 1984).
13) 헤저드(hazard)란, 관찰기간의 길이를 무한히 줄였을 때의 레이트(rate), 즉 순간적인 시간에 사건
이 일어나는 잠재적 발생도(potential occurrence)를 의미한다. 기본선헤저드(baseline hazard
function)는 모든 독립변수 x가 ‘0’의 값을 가진 경우의 t시점에서의 헤저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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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재무비율이 상장폐지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기업규모가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자산 총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SIZE)을 사용하고 있고, 일별 거래량의 평균(Turnover)을 통제변수로 사용
하고 시장별 차이와 연도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MK_Dummy와 YearDummy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주요 관심변수로서 횡령발생의 규모(Emb_Size) 및 투자자 매매행태와 상장
폐지 확률과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투자자는 정보분
석 능력의 열위와 투기적 성향을 지닌 비합리적 투자행태로 인해 투자성과가 상대
적으로 낮고, 특정 정보 공시를 전후해 불리한 매매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횡령발생공시가 있었던 기업에서도 개인투자자의 불리한 매매행태가 발생하
고, 특히 횡령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미래 상장폐지 확률이 높은 기업에서 이러
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령발생공시 이후
30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율의 누적치(CNPR)를 연구모형에 반영
해 정보분석 능력의 우위가 나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투자자 유형별 나타날 수 있
는 차별적 거래행태에 대한 원인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횡령발생기업
의 장기성과를 횡령규모 및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고, 앞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횡령발생 기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의 상당부
분이 개인투자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논리
적으로 누적순매수율을 상장폐지의 요인변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는 CNPR을 제외한 모형과 포함한 모형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4. 실증분석결과
4.1 횡령발생의 공시효과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135개 표본 기업들의 공시일 이전 5일부터 이후 5일까
지의 규모조정 초과수익률(AR)을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나타나고 있다. 예상대
로 횡령발생의 정보가 시장에 알려져 해당기업의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시일(t=0)의 초과수익률의 평균값(중간값)이 -5.04%
(-6.59%)로 나타나고 있고, 익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6.44%(-5.02%)를 나타내고 있다.
횡령공시 전후로는 공시일 이전 4일부터 1% 수준의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
을 보여주고 있고 공시일 직전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즉 CAR(-5, -1)의 평균
값(중간값)이 -9.42%(-7.51%)로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의 기업이 횡령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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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과정에서 정보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횡령사건에 대한 해당기업의 즉각적인 공
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에 공시일 이후 t=+2일 부터는 유의한
초과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CAR(+2, +5)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값을 보이
지 않음으로서 횡령발생에 대한 시장반응은 비교적 공시일에 집중되는 효율적인 정
보효과(efficient informati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표 2>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초과수익률

횡령발생공시를 한 기업표본의 공시일 전후 단기 시장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과수익률(AR) 및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측정하였다. 초과수익률의 측정은 매년 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5개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표본 기업의 일별 주가수익률에서 해당기업이 속한 포트폴리오의 일별 동일
가중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규모조정 초과수익률 모형(Size-adjusted return model)을 사
용하고 있다. 평균값이 영(0)과 다른지에 대한 t-test 검증과 중간값이 영(0)과 다른지에 대한
Wilcoxon Sign Rank Test를 제시하고 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구분
Day
AR (t=-5)
AR (t=-4)
AR (t=-3)
AR (t=-2)
AR (t=-1)
AR (t=0)
AR (t=+1)
AR (t=+2)
AR (t=+3)
AR (t=+4)
AR (t=+5)
CAR (-5,-1)
CAR (0 ,+1)
CAR (+2,+5)

횡령발생기업에 대한 공시일 전후 초과수익률(AR)
Mean
t-value
Median
z-value
*
-1.04
-1.84
-1.14
-2.16 ++
-1.57
-2.85 ***
-1.64
-3.56 +++
-2.10
-3.60 ***
-1.41
-3.77 +++
-1.97
-3.71 ***
-1.79
-3.81 +++
-2.74
-4.02 ***
-2.37
-4.55 +++
-5.04
-6.98 ***
-6.59
-5.99 +++
-1.40
-2.07 **
-0.25
-1.77 +
-0.19
-0.27
-0.60
-1.07
-0.74
-1.37
-0.98
-2.19 ++
-0.07
-0.12
-0.03
-0.35
-0.46
-0.85
-0.53
-1.56
***
-9.42
-6.41
-7.51
-5.80 +++
-6.44
-5.30 ***
-5.02
-4.86 +++
-1.45
-1.10
-1.09
-1.06

한편, 횡령발생공시 중에는 기업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규정에 따라 자발
적인 의무공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14) 두 가지 경우를 비교분
14) 한국거래소에 의한 조회공시요구는 공시의 구분에 있어 수시공시에 포함되며 풍문 및 보도에 의한

조회공시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로 구분된다. 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는
시장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확실한 소문이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해당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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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하여 횡령발생기업 표본을 한국거래소에 의한 사전 조회공시 유무(有無)
에 따라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고 있다.15) 먼저 횡령발생공시일(t=0)의 초과수
익률을 보면 조회공시요구가 없었던 표본기업의 경우 평균값(중간값)이
-5.93%(-8.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는 반면에 조회공시요구가 있었던 표
본기업의 경우는 공시일(t=0)의 초과수익률 평균값(중간값)이 -1.34%(-1.40%)로 유
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조회공시요구가 있었던 표본기업의 경우
는 공시 전일(t=-1)의 초과수익률 평균값(중간값)이 -4.04%(-2.54%)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며 거래소의 횡령발생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요구에 이미 시장이 반응하였음
을 알 수 있다.16) 즉, 횡령발생 사실여부에 대해 해당기업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잠재적 사실로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횡령규모의 차이에 따른 정보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횡령규모를 총자
산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횡령규모를 LARGE와 SMALL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공시일 전후 5일 동안의 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가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LARGE와 SMALL의 평균값(중간값)이 각각 -7.60%(-10.28%)와
-2.44%(-2.39%)를 보이며 두 그룹 간에 -5.16% (-7.89%)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횡령사건의 규모가 큰 LARGE의 경우는 일부 기업의 공시 당일 주
가가 하한가에 이르고 다음 날까지 주가하락이 지속되면서 다음날 초과수익률의 평
균값(중간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3.28% (-1.52%)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LARGE 의 경우 공시일 이후 이틀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의 평균값(중간값)
이 -10.89%(-11.34%)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SMALL의 경우는 -1.93%(-1.68%)로
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횡령규모의 차이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시내용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인지(awareness)
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파악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5개 분석대상 기업에서 사전조회공시가 있었던 26개 기업 중 분석기간 내에서 조회공시요구가
발생하고 그 답변에 의해 횡령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9개 기업이 있었다.
16) 기업이 풍문 및 보도에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응하여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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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 조회공시 유무에 따른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초과수익률 차이검정

아래의 표는 횡령발생 공시를 한 기업표본을 한국거래소에 의한 사전조회공시요구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일 전후 5일 동안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고 있
다. 초과수익률의 산출은 규모조정 초과수익률 모형(Size-adjusted return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1)은 횡령공시 이전에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가 없었던
표본에 대한 결과이며 (2)는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사전 조회공시요구가 있었던 기업표본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이검증은 두 집단 간 초과수익률에 대한 t-test와
Wilcoxon Sign Rank Test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t-value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z-value의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한다.

구분

N

AR (t=-5)
AR (t=-4)
AR (t=-3)
AR (t=-2)
AR (t=-1)
AR (t=0)
AR (t=+1)
AR (t= +2)
AR (t=+3)
AR (t=+4)
AR (t=+5)
CAR (-5, -1)
CAR (0, +1)
CAR (+2, +5)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 사전조회공시 無
(2) 사전조회공시 有
Mean
Median N
Mean
Median Diff_Mean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규모조정초과수익률에 대한 차이검정
*
-1.12 ***
-1.14 +++++ 26
-0.73
-0.99
-0.39
-1.74 ***
-1.66 +++ 26
-0.87
-0.99 +
-0.87
-2.11 ***
-1.07 +++ 26
-2.06 **
-2.08 +++
-0.05
-1.88 ***
-1.79 +++ 26
-2.35 **
-1.67 ++
0.47
-2.43 ***
-2.37 +++ 26
-4.04
-2.54
1.61
-5.93 **
-8.32 ++ 26
-1.34
-1.40
-4.58
26
-1.83
-0.76
0.43
0.31
-2.26
-0.59
-0.76 ++ 26
1.49
-0.46
-2.08
26
-0.89
-0.98
-0.10
-0.98
-0.79
26
0.45
0.03
-2.24
-0.44
2.70
-0.39 ***
-0.29 +++ 26
-0.75
-1.05 +++
0.36
-9.27 ***
-7.67 +++ 26 -10.05 ***
-5.70
0.79
26
-7.76
-8.16
-0.91
-0.48
-6.85
26
-1.41
-0.83
-1.60
-1.56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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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검증 : (1)-(2)
t-value Diff_Median z-value
-0.27
-0.62
-0.03
0.35
0.93 **
-2.55
-1.33
-1.19
-0.59
1.89 *
0.26
0.21
-2.26 **
0.06

-0.16
-0.67
1.01
-0.12
0.17
-6.93
-1.07
-0.31
-0.00
0.47
0.76
-1.98
-7.69
0.73

-0.09
-0.55
0.33
-0.28
0.57 ++
-2.54
-1.19
-0.97
-0.17
1.29
1.28
-0.02 ++
-2.30
0.44

<표 4> 횡령규모에 따른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초과수익률 차이검정

아래의 표는 횡령발생 공시를 한 기업표본을 횡령발생규모의 크기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횡령발생공시일 전후 5일 동안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초과수익률의 산출은 규모조정 초과수익률 모형(Size-adjusted return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횡령발생규모의 크기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1) Large와 (2)
Small로 나누었으며, 두 집단 간 규모조정초과수익률의 차이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t-value는 평균차이 검증으로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고 z-value는 Wilcoxon Sign Rank Test로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구분

N

AR (t=-5)
AR (t=-4)
AR (t=-3)
AR (t=-2)
AR (t=-1)
AR (t=0)
AR (t=+1)
AR (t= +2)
AR (t=+3)
AR (t=+4)
AR (t=+5)
CAR (-5, -1)
CAR (0, +1)
CAR (+2, +5)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1) 사건규모 Large
(2) 사건규모 Small
차이검증 : (1)-(2)
Mean
Median N
Mean
Median Diff_Mean t-value Diff_Median z-value
횡령규모에 따른 횡령발생공시 전후의 규모조정초과수익률에 대한 차이검정
**
-1.19
-1.60
-1.35
-1.71 **
-2.14 ++++ 67
-0.37 *
-0.21 ++
-1.93
-0.52
-0.83
-0.57
-1.86 ***
-2.22 +++ 67
-1.28 **
-1.40 +
-0.82
67
-0.59
-1.49
-0.69
-2.44 ***
-2.85 +++
-1.76 **
-0.47 ++
-2.38
-0.39 *
-0.74 ++
-0.42
-2.18 ***
-2.10 +++ 67
-1.77 *
-1.65 ++
-0.45
67
-1.79 ***
-2.24 +++
-2.42
-3.94 ***
-3.78
-1.52 ***
-1.39 +++
-2.39
67
-3.74 ***
-4.26 +++
-5.16
-7.60 *** -10.28 +++
-2.44
-2.39
-7.89
+++
67
-2.89
-2.85
-3.80
-3.28
-1.52
0.51
0.76
-2.28
67
-0.65
0.64
-0.89
-0.63
-0.46 ++
0.26
-0.76 ++
0.31
67
0.24
0.04 ++
0.26
-0.60
-0.97
-0.87
-0.98
0.00
*
67
-1.83
-1.99
-2.06
-1.10
-1.36
0.96
0.59
-1.95
-0.83
-1.22 ++
-0.91
-0.92 ***
-0.74 +++ 67
-0.01 ***
-0.16 +++
-0.58
*
-1.86
-2.34 +++
-5.41
-12.10 *** -12.44 +++ 67
-6.69
-4.40
-8.04
***
67
-3.87
-3.67
-8.96
-10.89
-11.34
-1.93
-1.68
-9.66
67
-1.36
-1.09
-3.56
-3.22
-2.36
0.35
-0.28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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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령이 발생한 기업의 상당수가 상장폐지로 이어지
고 있다. 상장폐지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횡령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횡령발생 공시 2년 이내의 상장폐지 여부에 따
라 횡령발생 공시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17) 그 결과 2년 이
내에 상장폐지가 된 기업의 경우 공시일(t=0)의 초과수익률 평균값(중간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한 -8.13%(-9.08%)로서 생존기업과 비교해 볼 때 -4.53%(-5.13%) 만
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시장에서 사전
적으로 인지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횡령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횡령규모와 상장폐지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
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18)

4.2 횡령발생 전후의 중장기 주가움직임과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
다음은 좀 더 분석기간을 늘려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기업들의 공시일 이전
60일부터 이후 6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CAR)과 같은 기간동안에 나타나는 투자
자 유형별(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매매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공시일 이
전과 이후의 중장기 주가 움직임과 특정 투자자 주체의 불리한 매매패턴이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횡령발생공시 전후 60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PANEL A는 횡령발생기업 전체표본에 대한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횡령발생공시 이전 약 55일부터 누적초과수익률(CAR)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공시일 이전 5일까지 이미 약 -3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횡령사건이 가지는 사건특성과 그 행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것
으로 추론된다. 즉, 횡령사건은 기업내부자 중 특정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업부정
문제로 기업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당사자 이외에는
정확한 시점파악과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횡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위치에 있
어야 할 기업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횡령발생공시를 통한 정보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업가치의 하락
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재무적 곤경상황에서
횡령과 같은 기업내부자에 의한 부정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Erickson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횡령규모 및 사후적인 상장폐지 여부에 따
17)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있으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18) 횡령발생 공시 2년 이내에 상장폐지 된 기업 수는 횡령규모가 큰 Large 그룹의 경우는

68개 중
26개인 반면에 횡령규모가 작은 Small 그룹의 경우는 67개 중 17개로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여준다. 상세한 내용은 뒤의 <표 5>를 참조 바람.
- 16 -

라 구분해 분석한 PANEL B와 PANEL C를 살펴보면, 구분 집단에 따라 주가하락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횡령발생공시일 전후 60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횡령발생공시일 전후 60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산출하여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초과수
익률(AR)의 산출은 규모조정 초과수익률모형(Size-adjusted retur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누
적하여 CAR를 산출하였다.
PANEL A. [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CAR 추이 ]

PANEL B. [ 횡령규모 따른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CAR 추이 ]

PANEL C. [ 기업생존 여부에 따른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CAR 추이 ]

한편, 공시일 이전 5일 전부터는 급격한 주가하락이 나타나면서 앞서 언급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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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횡령규모 및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PANEL B와 C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횡
령발생공시일 전후로 상당한 주가하락이 나타나고 난 뒤로는 개별기업의 정보위험
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
전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횡령발생 공시일 뿐 아니라 공시 전후로 커다란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차별적 정
보능력과 투자전략 및 투자성향의 차이에 따라 특정 투자주체의 불리한 매매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인 정보열위에 있
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횡령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개별기업의 자원배분의 왜곡과 정보위험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추세역행투자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Field and Lowry(2009)
의 주장처럼 공적정보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
는 상이한 투자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공시정보를 인식했더라
도 투기적 주식을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 횡령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주식들을
선호하고 추세역행투자전략에 따라 횡령발생으로 주가가 하락한 주식들을 순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유형별로 횡
령발생공시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매매패턴을 살펴봄으로써 투자자유형별 유․불리
가 발생하고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투자자유형별 특성에 따른 매매행태가 나타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횡령발생공시 이전 60일부터 이후 60일 까지의
투자자유형별 누적순매수비율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2> 에 나
타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는 개인투자자가 횡령발생공시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횡령발생공시 이전에
순매도를 통하여 횡령발생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으로부터 손실을 회피하고 있는 반
면에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순매수로 인해 불리한 투자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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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횡령발생공시일 전후 60일 동안의 투자자유형별 누적순매수(도)비율

횡령발생공시 전후 60일간의 순매수비율을 투자자 유형별로 산출하여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누적순
매수(도) 비율(CNPR)은 해당 일의 투자자 유형별 순매수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순매
수(도) 비율(NPR)을 누적하여 구하였다. PANEL A는 횡령발생 전체표본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
으며 PANEL B는 횡령발생 규모의 크기 PANEL C는 횡령발생 이후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과
생존기업으로 구분하여 투자자유형별 누적순매수비율 추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ANEL A.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누적순매수(도)비율(CNPR)]

PANEL B. [횡령규모에 따른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누적순매수(도)비율(CNPR)]

PANEL C. [기업생존 여부에 따른 횡령발생공시일 전후의 누적순매수(도)비율(C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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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횡령발생공시 이전에 개인투자자가 순매수로 인한 불리한 투자행태를
보이는 반면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를 통해 손실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하다. 우선, 횡령발생에 대한 정보노출 가능성이
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일 직전 4일 전부터는 급격한 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지속적인 음(-)의 초과수익률 패턴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동안 나타나는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이 정보노
출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횡령발생공시 훨씬 이전부터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에 대한 좀 더 가능성 있는 해석은 투자자유형별 정보분석 능력의 차이와 매매행태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보우위에 있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횡령발생 기업이
횡령 이전에 직면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업가치의 왜곡으로 인해 불확
실성이 증가를 인지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정보열위의 개인투자자는 추세역행 투자행태를 보이
며 주가반전을 기대하고 해당 종목을 순매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 행태는 횡
령발생공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유형별 매매행태에 대한 가능성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19)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투자자유형별 정보분석
능력의 차이와 매매행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2>의 PANEL C를
보면 횡령발생이후 뿐만 아니라 횡령발생공시 이전부터 상장폐지된 기업과 존속한
기업간에 투자자유형별 순매수(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 또한 <그림
2> PANEL B의 결과처럼 횡령발생공시 이후에는 횡령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순매
수(도)강도가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가 횡령발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향후 기업가치의 하락 및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월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횡령발생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주식을 적극적
으로 매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투기적 주식을 선호하고 추세역행 투자행
태를 보이는 개인투자자는 횡령발생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한 주식
들을 순매수함으로써 횡령발생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잠재적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먼저 투자자유형별 추세전략의 차이에 따른 매매행태의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 <그림 1>에서 나
타나는 것처럼 횡령발생공시 당일의 급격한 주가하락 이후에는 별다른 주가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음은 Field and Lowry(2009)가 언급한 개인투자자의 공시된 공적정
보에 대한 인지부족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의 PANEL B에서 나타나듯이 횡령발
생규모의 크기에 따라 횡령발생공시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
수 및 순매도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인투자자의 공적정보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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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횡령발생기업의 생존율 분석과 중장기 성과
앞서 우리는 횡령발생공시 이후에 상장폐지되는 종목과 존속하는 기업 간에 공시
일 전후의 초과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에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이
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횡령발생공시 이후 어떤 기업이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상장폐지될 것인지를 구별해보고 해당기업에 대한 중장기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존율 분석을 통해 횡
령발생공시 이후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의 예측이 가능한지와 어떤 요인들이 예측변
수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뿐만 아니라 횡령발생기업의 중장기성과를 함께 살
펴봄으로써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차별적인 매매패턴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앞서 분석된 내용과 연계해 살펴봄으
로써 횡령발생공시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투자자의 매매패턴이 잠재적 손실의 위험
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횡령발생기업의 기업특성과 횡령규모요인 등이 상장폐
지 확률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Kaplan-Meier(1958)의 누적한계
추정법(product limit estimator)과 Cox(1972)의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해 검증한다. 나아가 상장폐지여부와 횡령규모의 크기에 따라 횡령발
생기업의 보유기간수익률을 산출해 중장기성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불리한 매매패턴이 잠재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5> 횡령발생 규모에 따른 기업생존여부 가능성에 대한 차이검증

아래의 표는 Kaplan-Meier(1958)에 따른 위험곡선을 산출한 후 두 집단 간의 상장폐지율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관찰기간은 104주(Week)로 설정하였다. 총자산 대비
횡령발생의 규모를 기준으로 두집단으로 구분하여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차이검증으로 괄호( )안
의 값은  값을 의미하고 ***,**,*는 각각 1%, 5%, 10% 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구 분
LARGE
Group(A)
SMALL
Group(B)

횡령발생규모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 차이검증
상장폐지
상장폐지
차이검증(Chi-Square)
표본 수
기업의 수
비율
(Large_A -Small_B)
12.8%
68
26
38.2%
LogRank(2.929*)
Breslow(3.196*)
67
17
25.4%
Tarone-Ware(3.076*)

우선 횡령발생규모의 크기와 상장폐지확률간의 관계를 누적한계추정법을 통해 살
펴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관찰기간 2년 동안 횡령규모가 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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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Group (A))은 38.2%의 기업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반면, 횡령규모가 작
은 기업(SMALL, Group (B))은 25.4%로 Kaplan-Meier(1958)의 생존율 차이검증
결과 10% 수준에서 12.8%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
는 상장폐지가능성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이와 동시에
횡령발생공시 기업의 상장폐지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 횡령발생기업의 생존율 분석
    exp 
여기서               
       

종속변수인 h(t)는 t시점까지 상장을 유지한 기업이 해당 주 t에 상장폐지될 확률 값이다. Emb_Size
는 총자산대비 횡령발생금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CNPR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누
적순매수비율, SIZE는 기업규모, LEV는 부채비율, ROA는 총자산수익률, OCF는 영업활동현금흐름,
SALES는 매출액성장률, TURN은 거래회전율의 평균값, MK는 시장구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YearDummy는 연도더미를 의미한다.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
한 모든 변수는 평균±3×표준편차 이내에서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였다.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표본(N)은 135개이다.

구 분
Emb_Size
CNPR
SIZE
LEV
ROA
OCF
GROWTH
TURNOVER
MK
YearDummy
-2 Log Likelihood

Coef Chi-Square
0.134 0.120
-1.512 0.113
-0.057 0.061
0.473 0.724
-0.102 0.005
-0.547 0.350
-0.436 1.110
-4.971 1.231
0.365 0.765
Included
382.126

Coef Chi-Square Coef Chi-Square
0.150 0.153
-1.714 0.145
-0.057 0.061 -0.070 0.095
0.442 0.653
0.473 0.719
-0.140 0.010 -0.146 0.011
-0.511 0.308 -0.559 0.363
-0.444 1.149 -0.446 1.161
-5.362 1.550 -4.645 1.122
0.360 0.748
0.342 0.697
Included
Included
382.240
382.247

먼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누적순매수비율(CNPR)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횡령발생의 규모를 의미하는 Emb_Size가 0.134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5>에서 횡령발생
규모가 큰 기업이 상장폐지 확률이 높다는 단변량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횡령규모
의 크기가 상장폐지의 확률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재무특성변수 가운데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율(ROA),
OCF(영업활동현금흐름)등이 각각 -0.057, -0.102, -0.547로 음(-)의 계수 값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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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들도 계수 값의 부호는 모두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횡령발생기업의 사
전적인 재무특성변수들이 횡령발생공시 이후 상장폐지확률에 대한 예측변수로 활용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횡령발생공시 시점에 공개된 횡령
규모나 해당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근거로 횡령발생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측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그림 2>에서 보면 횡령발생이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
에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 패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누적순매수비율(CNPR)이 상장폐지 예측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존율 분석모형에 CNPR을 포함하여 분석해 보았
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모형의 변수 값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 추
가된 CNPR이 -1.512의 음(-) 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횡령발생공시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가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측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횡령발생 이후 해당기업의 중장기 주가움직임을 살펴보
고 투자자의 투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횡령발생 공시일 종가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보유기간초과수익률(BHAR)을 계산한 결과를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표본에 대한 결과를 보면, 3개월 BHAR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3.93%이나, 6개월, 12개월, 24개월 BHAR로 가면서 평균값이 각각
-14.18%, -31.35%, -47.43%이 되면서 횡령발생 이후 시간이 가면서 해당기업의 주
가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횡령발생 이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신규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커다
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횡령발생 공시 이후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 개인투자자에게 이러한 손실이 집중되는 것이다.
한편, <표 7>에서 중장기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을 횡령규모에 따라 (1)LARGE와
(2)SMALL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서 (1)횡령규모 LARGE의 BHAR 평균
값이 (2)횡령규모 SMALL의 BHAR 평균값보다 더 큰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횡령규모와 상관없
이 횡령발생 이후 해당기업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표 7>에서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중장기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을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서 (3)상장폐지기업의 BHAR 평균값이 (4)존속
기업의 BHAR 평균값보다 더 큰 음(-)의 값을 보이고 3개월 BHAR을 제외한 나머
지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횡령발
생 이후 해당기업의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횡령발생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생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횡령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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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년과 2년 BHAR의 평균값이 각각 -24.18%, 40.10%란 점에서 상장폐지 여부
와 상관없이 횡령발생 공시 이후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신규 매입하
는 투자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횡령발생
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주가 하락추세 속에서 투기적 주식 선호와 추세역행투
자전략에 따라 횡령발생 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함으로써 횡령발생 이후
잠재적 손실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표 7> 횡령발생이후 기간별 보유기간초과수익률

표본기업의 보유기간초과수익률에 대한 평균값과 중위수를 나타내는 표로써 BHAR(3), BHAR(6),
BHAR(12), BHAR(24) 은 공시일 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을 의
미한다. t-test의 양측검증으로 평균이 0과 다른지를 검증하였으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위수가 0과 다른지 검증하기 위하여 Willcoxon
Matched Pair Sign Rank Test를 하였으며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의미한다.

구 분

전체표본
(1) 횡령규모
LARGE
(2) 횡령규모
SMALL
(1)-(2)
차이검증
(3)
상장폐지기업
(4)
생존기업
(3)-(4)
차이검증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BHAR(3)
BHAR(6)
BHAR(12)
BHAR(24)

Mean
-3.93
-14.18
-31.35
-47.43
-5.95
-16.56
-38.97
-52.77
-1.88
-11.77
-23.61
-42.00
-4.07
-4.79
-15.36
-10.77
-6.42
-27.73
-46.70
-63.10
-2.77
-7.85
-24.18
-40.10
-3.64
-19.88
-22.5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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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
-1.03
-3.18 ***
-5.80 ***
-8.35 ***
-0.93
-2.42 **
-4.69 ***
-6.54 ***
-0.45
-2.05 **
-3.46 ***
-5.25 ***
-0.53
-0.54
-1.43
-0.95
-0.81
-3.38 ***
-5.47 ***
-8.86 ***
-0.66
-1.51
-3.57 ***
-5.31 ***
-0.44
-2.10 **
-2.07 **
-1.91 *

Median
-11.94
-24.12
-42.89
-60.80
-17.87
-24.38
-56.15
-61.67
-9.60
-24.12
-30.49
-57.72
-8.27
-0.25
-25.67
-3.95
-20.87
-39.53
-58.79
-62.43
-10.34
-18.03
-35.38
-59.09
-10.53
-21.50
-23.41
-3.35

z-value
-2.61 +++
-4.31 +++
-6.13 +++
-7.17 +++
-1.84 ++
-3.50 +++
-4.77 +++
-5.31 +++
-1.54
-2.60 +++
-3.72 +++
-4.80 +++
-1.76 +
-0.94
-2.48 ++
-0.81
-1.46
-3.26 +++
-4.65 +++
-5.42 +++
-2.05 ++
-2.93 +++
-4.16 +++
-5.02 +++
-1.30
-2.66 +++
-2.09 ++
-1.39

5.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 횡령발생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을 대상
으로 횡령발생공시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로 분류되
는 투자자유형별 매매패턴을 살펴보고 있다. 또 생존율 분석을 통해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기업에 대한 예측요인을 분석할 뿐 아니라 횡령발생공시 기업의 장기성과
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횡령공
시일 이전뿐만 아니라 공시일 이후의 기간에서도 개인투자자의 불리한 매매패턴으
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조명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횡령발생공시 당일과 익일 이틀 동안의 규모조정 누적초과수익률의 평균값
(중간값)이 -6.44%(-5.02%)를 나타내며 횡령발생이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공시일 이전 5일부터 공시익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의 평균값
(중간값)이 -15.86%(-12.53%)에 달해 상당수의 기업이 횡령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정보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횡령사건에 대한 해당기업의
즉각적인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횡령발생공시의 정보효과를 횡령규모에 따라 구분해 살펴본 결과 횡령규모
가 큰 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공시일과 익일의 누적초과수익률의 평균값(중간값)이
횡령규모가 작은 집단에 비해 -8.96%(-9.66%)만큼 더 큰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
임으로써 횡령발생공시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횡령발생공시기업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2년 이내 상장
폐지된 기업에 대한 CAR(0,+1)의 평균값(중간값)이 생존기업에 비해 -5.47%(
-7.90%)로 더 큰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횡령발생공시 이전 약 55일부터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공
시일 이전 5일까지 이미 약 -30%에 이르고 있어 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재무적
곤경상황에서 횡령과 같은 기업내부자에 의한 부정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Erickson(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발생 공시 이전에도 해당주
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추세역행투자행태를 보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횡
령발생 이전에 순매수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손실이 집중되고 있다.
넷째, 횡령발생공시 이후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특히 횡령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횡령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횡령발생 이후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에서 생존기
업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횡령발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기업가치 하락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다.
다섯째, Kaplan-Meier의 누적한계추정법을 통해 횡령규모의 크기에 따른 생존가
능성을 분석해본 결과 횡령규모가 큰 집단의 상장폐지확률이 38.2%로 생존기업에
비해 10% 수준에서 12.8%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상장폐지 확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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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는 통제요인들을 고려한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횡령
발생 규모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횡령발생공시 시점에 공개된 횡령규모나 해당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근거로 횡령발생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횡령발생 공시 이후 약 2년 동안의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은 -47.43%로서
횡령발생 이후 장기적인 기업가치 하락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
(-)의 중장기 보유기간초과수익률은 횡령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으나, 횡령발생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에서는 존속한 기업보다 큰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횡령발생 이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
나 신규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
로 횡령발생 공시 이후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 개인투자자에게 이러한 손
실이 전가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기업의 횡령발생은 부정적인 공시효과 뿐 아니라 횡령발생 공시 이전
부터 주가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공시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기업가치 하락
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 및 외국
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도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
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추세역행투자행태와 투기적 주식에 대한 선호현상을 보
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횡령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나
타내면서 심각한 손실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손실가능성
이 개별 투자자의 매매특성과 투자성향의 결과로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횡령과 같이 기업내부자의 비윤리적 행태에 의해 발
생되는 사건의 경우는 개별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넘어 신뢰를 근간으로 하
는 자본시장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전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
저한 감시와 신속한 공시 그리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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