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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unusual trading 

volume)이 어닝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s)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

이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이 정보거래자(informed trader)에 의한 것

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직전 비정상적으

로 높은 거래량이 더욱 부정적인(more unfavorable)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

은 어닝서프라이즈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공시직전 비

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매수성향을 높게 보

일수록 더욱 긍정적인(more favorable)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고, 기

관투자자가 매도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부정적

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수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

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비정상적 거래량(unusual trading volume), 어닝서프라이즈

(earnings surprises), 정보거래(informed trading), 손실회피성향

(loss aversion)

학번: 2013-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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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표 및 의의

이익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unusual trading volume)이 어닝서프

라이즈(earnings surprises)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이익공시시점

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부정적인 경우(unfavorable), 정보

거래자(informed trader)는 손실을 회피(loss aversion)하려는 목적으

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도하려는 유인을 지닌다. 이익공시시점에서 공개

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적인 경우(favorable), 정보거래자는 이

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수하려는 유인을 지닌다. 

이처럼 공시 직전에 정보거래자가 미리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유인은 공시 직전의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반면 이익

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

도 않다면(neither unfavorable nor favorable) 앞서 경우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정보거래자가 공시 전에 종목 매수나 매도를 취할 유인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앞서 경우에 비해 공시 직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제

고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이처럼 정보거래자의 존재로 인해, 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어닝서프라이즈 현

상은 공시직전의 비정상적 거래량과 관련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를 조사한 최근의 해외 연구(Akbas, 2016)에 따

르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unusually low trading volume)이 부

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

라이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이 정보거래자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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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북미시장에서 동일한 관계를 연구

한 Akbas(2016)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해 국내시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제 2 절 선행 연구

국내시장에서 투자자별 거래행위와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박진우, 김정환, 2012)나 비정상적 거래량과 주가의 초과수익률을 

조사한 연구(안승철, 김지수, 장승욱, 2006)는 있었지만 공시직전 비정

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없었

다. 국내시장에서 거래량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어닝서프라

이즈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래량이 주가의 선행지표인지

를 검증한 연구와 같이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규영, 김영빈, 1996; 박영규, 장순영, 2003)

또한 정보거래(informed trading)에 대한 국내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장금주, 

강민정(2014)에 따르면, 비정기 공시전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거래량은 

양의 초과수익률을.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음의 초과수익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투자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관투자가를 정보 거래자로 설정하여 정보거래의 효과를 보았다. 

한편 Choe, Kho, and Stulz(2005)에 따르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

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정보거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를 조사한 최근의 해외 연구

(Akbas, 2016)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이 부정적인 어닝서프

라이즈와 관련되고, 이러한 관계는 공매도거래(short-selling)가 제약된 

종목에서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가진 투자자는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될 때 공매도를 시도하여 이익을 얻는데, 공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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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된 종목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익공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투자

자가 공매도포지션을 취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위치에 놓이는데, 이는 비

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시장은 북미시장과 달리 공매도가 관행이 아니고, 또한 외국인의 

공매도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엄경식, 빈기범, 김준석(2011)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공매도가 주

가 하락을 이끄는 영향력의 유의성과 선행성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주장

했다. 아울러 국내시장은 투자자유형별 주식거래정보가 비교적 잘 구축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연구를 통해, 첫째, 공매도의 영향력이 상

당부분 배제된 조건을 구성할 수 있으며, 둘째, 투자자유형별 거래정보

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가 정보거래자에 의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한편 Morse(1980)은 정보거래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근거해 

평가한 종목의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가 클 수록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했을 때 정보거래자들이 

매도나 매수 등으로 거래량에 기여를 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

량이 공시 이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 가설

전술된 바와 같이, 정보거래자의 존재로 인해, 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

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어닝서프

라이즈 현상은 공시직전의 비정상적 거래량과 관련성을 보일 수 있을 것

이다. 이익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부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도하려는 

유인을 지닌다. 이익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

적인 경우, 정보거래자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수하려는 유인을 지닌다. 이처럼 공시 직전에 정보거래자가 미리 종목

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유인은 공시 직전의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 4 -

제고할 수 있다. 반면 이익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면 앞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거

래자가 공시 전에 종목 매수나 매도포지션을 취할 유인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앞서 경우에 비해 공시 직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제고될 가능

성도 낮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1: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

될 것이다.

전술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예견될 때 정보거래자는 

공시직전에 매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에 기여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예견될 때 정보거래자는 공시직전에 매도하

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에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인 어닝서프라

이즈나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 모든 경우에서 비정상적 거래량이 나타

날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 거래량이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

련되는지 혹은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정보

거래자의 거래행위와 관련될 것이다. 우선 어닝서프라이즈가 더욱 긍정

적인 경우, 정보거래자가 공시전에 종목을 매수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

이다. 이 경우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정보거래자의 매수주

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과 함께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닝서프라이즈가 더욱 부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가 공시전에 종목을 매도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경우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정보거래자의 매도주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는 개인투자자(individual investors)나 외국인투자자

(foreign investors)에 비해 정보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기관투자자를 정보투자자로 간주하고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설2: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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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긍정적인(more favorable) 어닝서프라

이즈로 이어지고, 기관투자자가 매도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부정적

인(more unfavorable)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손실회피자(loss averse)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보다 높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익공

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부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가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도하려는 유인은, 이익

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

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공시 전에 종목을 매수하려는 유인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될 때 정보거래자

가 매도주문을 통해 기여하는 거래량은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

될 때 정보거래자가 매수주문을 통해 기여하는 거래량보다 높을 것이다.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정보투자자인 기관

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매도포지션을 취한 경우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은, 정보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매수포지션을 취한 경우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

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에 비해 클 것임을 암시한다. 기관투자자를 정

보투자자로 간주하고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설3: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기관투자자가 공시

직전 비정상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수성향을 보인 경

우에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에 비해 더욱 클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은 연구 목표와 의의, 선

행 연구, 연구 가설을 설명한다. 제 2장 변수 설정 및 표본 선정은 표본 

및 데이터, 모형, 변수 설정을 제시한다. 제 3장 실증 분석은 공시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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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정보거래와 손실회

피성향이 그 관계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제 4장 결론은 본 논문

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추가적인 의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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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변수 설정 및 표본 선정

제 1 절 변수 정의 및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는 Akbas(2016)과 일관된다. 우선 

비정상적 거래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인 D_LOW는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

(-6,-2)의 평균 일별 회전율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

의 일별 회전율 분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을 나타낸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인 

D_HIGH는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평균 일별 회전율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일별 회전율 분포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낸다. 이 때 일별 회전율

은 일별 거래량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어닝서프라이즈는 두 가지 변수로 측정했다. 회계정보에 기반한 측정

치인 SUE(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와 애널리스트의 예측

치에 기반한 측정치인 SUEAF(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 

using analyst forecasts)로 나누었다. 우선 SUE는  를 

 로 나누어 도출했다. SUEAF는 를   로 나누어 

도출했다. 이 때 는 i기업의 q분기 EPS, 는 i기업의 q분기 

이익공시 3개월전 애널리스트 EPS 추정치의 중앙값,   는 i기업의 

q-4분기 수정종가를 나타낸다. 두 어닝서프라이즈 변수들에 대해서는 

상 하위 1% 극단치를 제거하여 극단치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했다.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변수인 BM은 직전분기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정의했다. 규모를 의미하는 변수인 SIZE는 직전분기 시가

총액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정의했다. 관찰기간(event period)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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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정의

[표 1]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범주 변수명 정의

비정상거래량

　

D_LOW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평균   

일별 회전율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

(-61,-12)의   일별 회전율 분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할

당. 일별 회전율은 일별 거래량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D_HIGH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평균   

일별 회전율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

(-61,-12)의   일별 회전율 분포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할

당. 일별 회전율은 일별 거래량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률인 RET_5는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수익률, 비교기

간(reference period)의 수익률인 RET_50은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

일간(-61,-12)의 수익률로 정의했다. 평균회전율인 TURN_50은 공시

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평균 일별 회전율로 정의했다. 이

때 일별 회전율은 일별 거래량을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일

별 수익률의 표준편차인 IVOL은 공시일 전 통제기간 10일간(-11,-2)

의 일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정의했다. 기관소유지분률을 나타내는 IO

는 전체 지분율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을 차감하여 도출했다. 연별로 보고

되는 소액주주 지분율은 당 회계연도에 포함되는 분기에 할당했다. 소액

주주지분율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소액주주지분율에 0을 할당했다. 직전

의 어닝서프라이즈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LAG_SUE와 

LAG_SUEAF를 도입했다. LAG_SUE는 직전분기의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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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서프라이즈

　

SUE
 

  
, 는   i기업의 q분기 

EPS,   는 i기업의   q-4분기 수정종가. 상

하위 극단값 1%는 제거됨.

SUEAF
  

 
, 는   i기업의 q

분기 이익공시 3개월전 애널리스트 EPS 추정치

의 중앙값. 는   i기업의 q분기 EPS, 

 는 i기업의   q-4분기 수정종가. 상하위 

극단값 1%는 제거됨.

　 　 　

통제변수

　

　

　

　

　

　

　

　

BM 직전분기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에 로그를 

취함.

SIZE 직전분기 시가총액에 로그를 취함.

RET_5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수익률

RET_50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수익률

TURN_50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평균 

일별 회전율. 일별 회전율은 일별 거래량을   유

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IVOL 공시일 전 통제기간 10일간(-11,-2)의 일별 수

익률의 표준편차로 정의.

IO 전체 지분율에서 소액주주 지분율을 차감하여 도

출.   연별로 보고되는 소액주주 지분율은 당 회

계연도에 포함되는 분기에 할당함. 소액주주지분

율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소액주주지분율에 0

을 할당함. 

LAG_SUE 직전분기 SUE로 정의.

LAG_SUEAF 직전분기 SUEAF로 정의.

　 　 　

주문성향

　

OI_INST_5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의 공시일 직

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주문불균형(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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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alance)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기관

투자자의 일별순매수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일

간(-61,-12) 일별거래량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

로 정의.

OI_INDV_5 개인투자자(individual investors)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주문불균형(order   

imbalance)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개인

투자자의 일별순매수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일

간(-61,-12) 일별거래량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

로 정의.

OI_FRGN_5 외국인투자자(foreign investors)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주문불균형(order   

imbalance)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외국

인투자자의 일별순매수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

일간(-61,-12) 일별거래량의 평균으로 나눈 값

으로 정의.

D_INST_SELL 기관투자자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

(-6,-2)의   평균 일별주문불균형(daily order 

imbalance)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

(-61,-12)의 일별주문불균형의 분포에서 하위 

20%를 차지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로 설정. 일별 주문불균형은 일별순매수량을 일

별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D_INST_BUY 기관투자자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

(-6,-2)의   평균 일별 주문불균형(daily order 

imbalance)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

(-61,-12)의 일별주문불균형의 분포에서 상위 

20%를 차지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

로 설정. 일별주문불균형은 일별순매수량을 일별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LAG_SUEAF는 직전분기의 SUEAF를 나타낸다.

투자자별 주문성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했다. 투자자가 매수

를 매도에 비해 얼마나 더 택했는지와 비례하는 주문불균형(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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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alance)를 기반으로 투자자별 주문성향을 측정했다. 기관투자자의 

관찰기간 주문성향을 나타내는 OI_INST_5는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주문불균형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기관투자자의 일별순매수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일간(-61,-12) 일별거래량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투자자의 관찰기간 주문성향을 나타내는 OI_INDV_5는 개

인투자자(individual investors)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

의 주문불균형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개인투자자의 일별순매수

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일간(-61,-12) 일별거래량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외국인투자자의 관찰기간 주문성향을 나타내는 

OI_FRGN_5는 외국인투자자(foreign investors)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

간 5일간(-6,-2)의 주문불균형으로, 관찰기간 5일간(-6,-2) 외국인투

자자의 일별순매수량의 평균을 비교기간 50일간(-61,-12) 일별거래량

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공시직전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도 또는 매수 성향을 측정하는 더

미변수의 구성과정은 비정상적 거래량을 측정하는 더미변수를 구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공시직전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도성향을 측정하는 

더미변수인 D_INST_SELL은 기관투자자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

간(-6,-2)의 평균 일별주문불균형(daily order imbalance)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일별주문불균형의 분포에서 하위 

20%를 차지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되도록 설정했다. 공시

직전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수성향을 측정하는 더미변수인 

D_INST_BUY는 기관투자자의 공시일 직전 관찰기간 5일간(-6,-2)의 

평균 일별 주문불균형이 공시일 전 비교기간 50일간(-61,-12)의 일별

주문불균형의 분포에서 상위 20%를 차지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

우 0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때 일별 주문불균형은 일별순매수량을 일별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표 1]에 정리했다.

본 연구는 Fama and MacBeth(1973) 유형의 회귀모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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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기시점 q에서 횡단면 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했다.

 ×××

여기서 i는 기업을, q는 분기시점을,  는 기업 i의 q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SUE 또는 SUEAF를 활용한 것을 나타낸다. 이후 각 분

기시점별 모형의 계수들을 기간간 평균을 내어 결과를 보고했다.

제 2 절 표본 및 데이터

본 연구는 KOSPI와 KOSDAQ 전체 구성종목의 분기별 데이터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극히 비유동적인 주식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종가가 2,000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했다. 장부가치와 실제 EPS 

데이터는 KISVALUE를, 그 이외 데이터는 DATAGUIDE를 통해 자료

를 수집했다.

각 기업의 분기별 이익공시일자는 KIND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공

정공시, 수시공시, 정기공시 범주에서 이익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보고서

들의 공시일자 중 분기 마감 후 가장 이른 날짜를 해당 분기별 이익공시

일자로 설정했다.

[표 2]의 패널 A는 SUE가 결측되지 않은 표본들(이하 SUE 표본), 

패널 B는 SUEAF가 결측되지 않은 표본(이하 SUEAF 표본)들로 구성

하여 각 패널별로 요약통계량을 나타냈다. SUE 표본은 2006년 1분기

부터 2015년 4분기까지, SUEAF 표본은 2010년 2분기부터 2015년 4

분기까지 데이터로 구성되었고, SUE 표본의 관측수는 35,397건, 

SUEAF 표본의 관측수는 3,535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연구기간과 

관측수의 차이는 SUEAF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애널리스트의 EPS 추

정치의 가용성으로 인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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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약 통계량

[표 2]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의 요약 통계량을 제공한다. 패널 A는 SUE가 결측

되지 않은 표본들, 패널 B는 SUEAF가 결측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하여 각 패널별

로 요약통계량을 나타냈다. 각 변수의 정의는 [표 1]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패널 (A): SUE 표본

표본기간: 2006:Q1-2015:Q4 (40 분기)

관측수: 35397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P25 P50 P75

BM 1.11 0.81 0.00 10.40 0.55 0.91 1.45

SIZE 1.01 5.73 0.00 224.93 0.05 0.11 0.34

SUE 0.00 0.10 -1.30 1.60 -0.02 0.00 0.02

LAG_SUE 0.00 0.82 -150.43 9.36 -0.03 0.00 0.02

RET_5 -0.02 7.40 -47.25 127.88 -3.48 -0.29 2.95

RET_50 3.25 24.48 -87.80 574.47 -9.80 0.18 12.34

TURN_50 0.01 0.02 0.00 0.64 0.00 0.01 0.01

IVOL 2.66 1.72 0.00 18.95 1.53 2.22 3.21

IO 66.02 21.68 0.00 100.00 50.59 64.74 80.26

패널 (B): SUEAF 표본

표본기간: 2010:Q2-2015:Q4 (23 분기)

관측수: 3535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P25 P50 P75

BM 0.80 0.55 0.03 4.65 0.43 0.68 1.03

SIZE 5.04 15.11 0.04 224.93 0.55 1.65 4.45

SUEAF 0.01 0.05 -0.54 0.33 0.00 0.01 0.03

LAG_SUEAF 0.01 0.06 -1.71 1.40 0.00 0.01 0.03

RET_5 0.02 5.32 -28.58 60.61 -3.02 -0.01 2.96

RET_50 0.29 17.62 -75.20 166.52 -10.33 -1.42 8.98

TURN_50 0.01 0.01 0.00 0.09 0.00 0.00 0.01

IVOL 2.25 1.05 0.00 12.87 1.55 2.08 2.72

IO 69.60 23.78 6.66 100.00 49.95 65.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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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분석

제 1 절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공시 직전에 정보거래자가 미리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유인은 

공시 직전의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

닝서프라이즈가 있을 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보거래자의 존

재로 인해, 공시시점에서 공개될 실적정보가 기대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어닝서프라이즈 현상은 공시직전의 비정상적 

거래량과 관련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위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수록

했다. (1)번 열은 비정상적인 거래량을 나타내는 D_HIGH와 D_LOW를 

독립변수로, 어닝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SUE를 종속변수로 SUE 표본

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2)번 열은 비정상적인 거래량을 나

타내는 D_HIGH와 D_LOW를 독립변수로, 어닝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SUEAF를 종속변수로 SUEAF 표본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우선 SUE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회귀분석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D_HIGH)이 있던 종목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종목과 대비해 

0.002 더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SUE)를 보였다. SUEAF 표본을 대

상으로 수행한 회귀분석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D_HIGH)이 있

던 종목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종목과 대비해 0.005 더 부정적인 어

닝서프라이즈(SUEAF)를 보였다. 

또한 SUE 표본(t=-2.06)과 SUEAF 표본(t=-3.05) 모두에서 이 

관계는 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

은 거래량이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된다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했다.

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D_HIGH)이 있던 종목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종목과 대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닝서프라이즈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t-통계량은 SUE 표본에서 0.46, SUEAF 표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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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표 3]은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를 분석했다. 각 변수별 정의는 

[표 1]에 기술했다.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을 괄호 안에 기재했다. ***, 

**, *은 각각 1%, 5%, 10% 유의성 수준을 나타낸다.

　 SUE SUEAF
　 (1) (2)

D_LOW 0.001
(0.46)

0.003
(1.17)

D_HIGH -0.002**
(-2.06)

-0.005***
(-3.05)

SIZE -0.001**
(-2.65)

0.000
(0.52)

BM -0.004***
(-3.15)

-0.004***
(-5.07)

RET_50 0.000***
(3.98)

0.000***
(2.85)

RET_5 0.000***
(5.97)

0.000
(1.13)

IVOL -0.001**
(-2.39)

-0.000
(-0.16)

TURN_50 -0.001
(-1.35)

-0.001
(-0.98)

LAG_SURPRISE 0.656***
(21.83)

0.705***
(11.99)

IO -0.000
(-0.06)

0.000
(1.08)

Constant -0.000
(-0.14)

-0.007
(-0.49)

Adj. Rsq 37.10% 43.40%

관측수 35397 3535

표본기간 2006:Q1-2015:Q4
(40분기)

2010:Q2-2015:Q4
(23분기)

1.17을 기록하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래량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

량과는 달리 어닝서프라이즈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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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및 정보거래

어닝서프라이즈가 더욱 긍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가 공시전에 종목을 

매수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경우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

래량은 정보거래자의 매수주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과 함께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닝서

프라이즈가 더욱 부정적인 경우, 정보거래자가 공시전에 종목을 매도할 

유인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경우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정보거래자의 매도주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4]는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

전 매수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

고, 기관투자자가 매도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

이즈로 이어질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에 정보거래가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4]의 패널 A는 SUE 표본에서 SUE를 종속변수로, 패널 B는 

SUEAF 표본에서 SUEAF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3]과 동일한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을 넣은 것 이외에, 투자자유

형과 관련된 추가변수를 산입했다. 투자자유형별 주문성향(OI_INST_5, 

OI_INDV_5, OI_FRGN_5)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D_HIGH)과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추가변수로 설정했다. 각 패널의 (1)번 

열은 기관투자자 관련 추가 변수를, (2)번 열은 개인투자자 관련 추가 

변수를, (3)번 열은 외국인투자자 관련 추가 변수를 넣어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에 해당한다.

패널 A의 (1)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OI_INST_5)의 계수

는 0.002를 기록하고, 그 관계는 10% 수준(t=1.8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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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및 정보거래

[표 4]는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가 정보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확

인했다. 각 변수별 정의는 [표 1]에 기술했다.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

을 괄호 안에 기재했다. ***, **, *은 각각 1%, 5%, 10% 유의성 수준을 나타낸다.

패널 A: SUE
　 SUE
　 (1) (2) (3)

D_LOW 0.002
(0.89)

0.001
(0.59)

0.001
(0.79)

D_HIGH
-0.002
(-1.67)

-0.002**
(-2.16)

-0.002**
(-2.16)

OI_INST_5
-0.001
(-1.35)

OI_INDV_5 　
0.000
(0.47) 　

OI_FRGN_5 　 　
0.002
(1.55)

D_HIGH * OI_INST_5
0.002*
(1.88) 　

D_HIGH * OI_INDV_5 　
-0.001
(-0.78) 　

D_HIGH * OI_FRGN_5 　 　
-0.002
(-1.53)

SIZE
-0.001**
(-2.40)

-0.001***
(-2.78)

-0.001***
(-2.81)

BM
-0.003***
(-2.85)

-0.004***
(-3.23)

-0.003***
(-2.97)

RET_50
0.000***
(4.21)

0.000***
(3.96)

0.000***
(3.88)

RET_5
0.000***
(6.90)

0.000***
(6.55)

0.000***
(5.54)

IVOL
-0.001**
(-2.47)

-0.001**
(-2.39)

-0.001**
(-2.43)

TURN_50
-0.001
(-0.94)

-0.001
(-1.58)

-0.001**
(-2.02)

IO
-0.000
(-0.78)

-0.000
(-0.08)

-0.000
(-0.50)

LAG_SUE
0.668***
(22.81)

0.656***
(21.90)

0.671***
(24.20)

Constant
0.002
(0.53)

-0.001
(-0.26)

-0.001
(-0.24)

Adj. Rsq 38% 37% 38%

관측수 30170 35277 34318

표본기간 2006:Q1-2015:Q4 
(40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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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 SUEAF
　 SUEAF
　 (1) (2) (3)

D_LOW -0.001
(-0.36)

-0.000
(-0.13)

-0.008
(-0.84)

D_HIGH
-0.005***
(-3.17)

-0.005***
(-3.42)

-0.010*
(-2.00)

OI_INST_5
-0.002
(-1.20) 　 　

OI_INDV_5 　
0.002
(1.08) 　

OI_FRGN_5 　 　
0.005
(1.22)

D_HIGH * OI_INST_5
0.006*
(1.80) 　 　

D_HIGH * OI_INDV_5 　
-0.006
(-1.70) 　

D_HIGH * OI_FRGN_5 　 　
-0.008*
(-1.77)

SIZE
0.002
(0.99)

0.002
(1.10)

0.005
(1.06)

BM
-0.003**
(-2.11)

-0.003***
(-2.86)

-0.001
(-0.17)

RET_50
0.000
(1.16)

0.000*
(1.93)

-0.000
(-0.01)

RET_5
-0.000
(-0.34)

-0.000
(-0.22)

-0.001
(-0.71)

IVOL
-0.002
(-0.95)

-0.001
(-0.84)

-0.003
(-1.08)

TURN_50
-0.003***
(-3.14)

-0.002**
(-2.68)

-0.003***
(-2.97)

IO
0.000
(1.67)

0.000
(1.71)

0.000
(1.65)

LAG_SUEAF
0.633***
(6.36)

0.656***
(7.72)

0.656***
(7.97)

Constant
-0.022*
(-1.78)

-0.021*
(-1.81)

-0.022*
(-1.80)

Adj. Rsq 45% 44% 40%

관측수 3521 3530 3530

표본기간 2010:Q2-2015:Q4
(23분기)

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매수성향이 한 단위 더 높아질 때 마다(또는 매도

성향이 한 단위 더 낮아질 때마다) 0.002 더 높은 어닝서프라이즈로 이

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관투자자의 매도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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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 더 높아질 때 마다(또는 매수성향이 한 단위 더 낮아질 때마다) 

0.002 더 낮은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투자자유형별 주문성향을 나타내는 OI_INST_5, 

OI_INDV_5, OI_FRGN_5는 연속형 변수기 때문에, 매수성향의 한 단위 

증가는 매도성향의 한 단위 감소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패널 B의 

(1)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OI_INST_5)의 계수는 0.006를 

기록하고, 그 관계는 10% 수준(t=1.8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면서 패널 A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직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매수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긍정적인(more favorable)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고, 

기관투자자가 매도성향을 높게 보일수록 더욱 부정적인(more 

unfavorable)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

반면 패널 A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번 열에서 상호작용항

(D_HIGH * OI_INDV_5)은 -0.78의 t-통계량을 기록하고, 외국인투자

자를 대상으로 한 (3)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OI_FRGN_5)은 

-1.53의 t-통계량을 기록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

했다. 패널 B에서도 개인투자자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1)번 열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

래량이 있는 종목의 경우 개인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성향이 한 

단위 더 높아질 때 마다, 더 높거나 낮은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른 투자자 그룹과 달리 정보우위를 보유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에서 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적인 관계가 도출된 

결과는, 정보거래(informed trading)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어

닝서프라이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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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및 손실회피성향

본 절은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에 투자자의 손실회

피성향(loss aversion)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시직전 비정상

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정보투자자인 기관투자자가 공시직

전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매도포지션을 취한 경우 더욱 부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이, 정보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매수포지션을 취한 경우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

지는 유의성에 비해 크다면,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에 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표 5]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기관투자자가 공

시직전 비정상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수성향을 보인 경

우에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유의성에 비해 더욱 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에 손실회피성향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할 수 있다.

(1)번 열과 (2)번 열은 SUE를 종속변수로 SUE 표본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며, (3)번 열과 (4)번 열은 SUEAF를 종속변수로 

SUEAF 표본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5]는 [표 3]과 동

일한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을 넣은 것 이외에, 기관투자자의 비정상

적 매도성향과 비정상적 매수성향과 관련된 추가변수를 산입했다. 기관

투자자의 비정상적 매도성향 더미변수(D_INST_SELL),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수성향 더미변수(D_INST_BUY),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D_HIGH)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변수로 설정했다. (1)번과 (3)

번 열은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도성향 관련 추가 변수를, (2)번과 

(4)번 열은 기관투자자의 비정상적 매수성향 관련 추가변수를 넣어 회

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해당한다.

(1)번 열과 (2)번 열은 SUE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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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 및 손실회피성향

[표 5]는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가 손실회피성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 각 변수별 정의는 [표 1]에 기술했다. Newey and West(1987) t-통계량

을 괄호 안에 기재했다. ***, **, *은 각각 1%, 5%, 10% 유의성 수준을 나타낸다.

　 SUE SUEAF
　 (1) (2) (3) (4)

D_LOW 0.001
(0.48)

0.001
(0.43) 　 0.021

(1.15)
0.043
(1.11)

D_HIGH 0.000
(0.02)

-0.004**
(-2.55) 　 0.010

(0.81)
0.007
(0.64)

D_INST_SELL 0.002
(1.41) 　 　 -0.021

(-1.05) 　

D_INST_BUY 　
-0.002
(-1.42) 　 　

0.023
(1.14)

D_HIGH*D_INST_SELL -0.006**
(-2.60) 　 　 -0.005**

(-2.27) 　

D_HIGH*D_INST_BUY 　
0.004**
(2.29) 　 　

0.001
(0.44)

SIZE -0.001***
(-2.75)

-0.001***
(-3.00) 　 -0.014

(-1.07)
-0.015
(-1.09)

BM -0.004***
(-3.19)

-0.004***
(-3.21) 　 -0.019

(-1.35)
-0.019
(-1.36)

RET_50 0.000***
(3.94)

0.000***
(3.95) 　 0.001

(1.25)
0.001
(1.25)

RET_5 0.000***
(5.71)

0.000***
(6.26) 　 0.001

(1.44)
0.001
(1.41)

IVOL -0.001**
(-2.47)

-0.001**
(-2.35) 　 0.020

(1.07)
0.020
(1.06)

TURN_50 -0.001
(-1.34)

-0.001
(-1.34) 　 0.010

(0.85)
0.009
(0.83)

IO -0.000
(-0.09)

-0.000
(-0.02) 　 -0.001

(-0.91)
-0.001
(-0.94)

LAG_SURPRISE 0.656***
(21.86)

0.656***
(21.87) 　 1.168**

(2.75)
1.149**
(2.74)

Constant -0.001
(-0.36)

0.000
(0.02) 　 0.070

(0.82)
0.050
(0.76)

Adj. Rsq 37.10% 37.10% 　 43.80% 42.90%

관측수 35397 35397 　 3535 3535

표본기간 2006:Q1-2015:Q4
(40분기) 　 2010:Q2-2015:Q4

(2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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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D_INST_SELL)의 계수는 

-0.006를, t-통계량은 -2.60을 기록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

래량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투자자가 비정상적인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006 더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며, 이 관계의 유의성은 -2.60의 t-통계량만큼 지지된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2)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D_INST_BUY)의 계수는 0.004를 기록하고, t-통계량은 2.29를 기록

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투

자자가 비정상적인 매수성향을 보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004 더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며, 이 관계의 유의성은 

2.29의 t-통계량만큼 지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열을 비교

하면, 기관투자자가 비정상적인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의 어닝서프라이즈

의 변동(0.006)과 그 유의성(|t|=2.60)는 기관투자자가 비정상적인 매

수성향을 보인 경우의 어닝서프라이즈의 변동(0.004)과 그 유의성

(|t|=2.29)에 비해 높다.

(3)번 열과 (4)번 열은 SUEAF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다. (3)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D_INST_SELL)의 계수는 

-0.005를 기록하고, t-통계량은 -2.27을 기록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으

로 높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투자자가 비정상적인 매도성

향을 보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005 더 부정적인 어닝서

프라이즈로 이어지며, 이 관계의 유의성은 -2.27의 t-통계량만큼 지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4)번 열에서 상호작용항(D_HIGH 

* D_INST_BUY)의 계수는 0.001를 기록하고, t-통계량은 0.44를 기

록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열을 비교하면, 기관투자자가 비정상적인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

의 어닝서프라이즈의 변동(0.005)과 그 유의성(|t|=2.27)는 기관투자

자가 비정상적인 매수성향을 보인 경우의 어닝서프라이즈의 변동

(0.001)과 그 유의성(|t|=0.44)에 비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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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도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

이즈로 이어지는 영향력과 유의성이, 기관투자자가 공시직전 비정상 매

수성향을 보인 경우에 더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영향력

과 유의성에 비해 더욱 클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

해 비정상적 거래량과 어닝서프라이즈의 관계에 손실회피성향이 관련됨

을 추론케 한다. 또한 앞서 [표 3]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더

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가 아닌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

련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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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시장에서 공시직전 비정상적 거래량이 어닝서프라이즈

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이 정보거래자

(informed trader)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높은 비정상적 

거래량은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은 기관투자자의 매수성향이 높을수록 더

욱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고, 기관투자자의 매도성향이 높을

수록 더욱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정보거래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기관투자자의 비정상 매도성향

과 결합됐을 때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를 예견하는 유의성은, 비정상

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기관투자자의 비정상 매수성향과 결합됐을 때 긍

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를 예견하는 유의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시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긍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

가 아닌 부정적인 어닝서프라이즈와 관련되는 이유가 정보투자자의 손실

회피성향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론을 확인했다.

북미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Akbas, 2016)와 동일한 방법론으

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됨에 따

라,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어닝서프라이즈와 맺는 관계가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에서 본 연구의 추가적인 의의가 있

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공매도제도의 활성화여부, 감독기관의 특성차

이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추후 관련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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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usual Trading Volume Prior to Earnings Announcement and Earnings Surprises: 

Focusing on Trading Behavior by Investor Types

PARK, DONGJUN

Financ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unusual trading volume before the 

earnings announcement is related to earnings surprises and whether the 

informed traders contribute the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usually high trading volume prior to earnings 

announcement is related to more unfavorable earnings surprises. On the 

other hand, unusually low trading volume before the announcement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arnings surprise. Second, 

unusually high trading volume is related to more favorable earnings 

surprises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tend to buy the stock prior to 

earnings announcement. Unusual high trading volume is related to more 

unfavorable earnings surprises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tend to sell the 

stock. Third, when unusually high trading volume appears, the relevance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tendency to sell and more unfavorable 

earnings surprises is higher than the relevance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tendency to buy and more favorable earnings surprises.

Keywords: unusual trading volume, earnings surprises, informed 

trading, loss aversion

Student Number: 2013-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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