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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6년동안 

공시된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에 대해 금요일효과를 분석하였다. 

금요일효과란, 금요일에 해당 이벤트를 최초 공시할 경우 주말효과로 

인해 투자자 부주의로 주가 과소반응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총 

1,989건의 자사주매입에 대해 금요일효과는 없었고, 2,894건의 

유상증자 공시는 금요일효과가 존재하였다. 414건의 합병에는 

금요일효과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MRV(2016 JFE)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는 

금요일효과가 아닌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에 대해 금요일발표자효과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자사주매입은 95%의 유의수준에서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였고, 유상증자는 90% 유의수준에서 금요일발표자 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합병에 대해서는 금요일효과 및 금요일발표자효과 

양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금요일발표자란 금요일에 한번이라도 해당 기업재무 이벤트를 

최초공시한 기업을 말한다.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인 자사주매입에 한해 

금요일발표자의 유의적인 특성은,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외국인보유비중이 높으며, 장부가대시가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결과는, 첫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유상증자에 

한해서만 금요일효과가 존재하고, 자사주매입과 합병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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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자사주매입에 한정적으로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고 이 금요일발표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금요일효과,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학  번 : 2015-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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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금요일효과란, 투자자가 금요일에 최초 공시하는 기업재무 이벤트에 

대해 익일이 주중이 아닌 주말이기에 과소반응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투자자의 인지 제약조건, 혹은 제한된 

주의(Kahneman, 1973)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 미국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특히 금요일에 이 같은 과소반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DellaVigna and Pollet, 2009; Louis and Sun, 2010).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이 보고된 통칭 ‘금요일효과’는 연구 

방법론에 따른 선택 편의(Selection Bias)에 의해 잘못 보고된 현상이며, 

실제 금요일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금요일발표자효과’만이 존재함을 

분석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Michaely, Rubin and Vedrashko, 2016).  

금요일발표자효과를 주장하는 MRV(2016)은,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영업이익 공시, 배당정책 변경 이상의 5개 공시에 대해 모두 

선행연구와 같이 금요일효과가 존재하나, 금요일발표자 더미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할 경우, 금요일에 공시하는 것이 유의적으로 

과소반응 효과를 야기하지 않고, 금요일발표자 더미만이 유의함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다수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금요일효과는 선택 

편향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 보고한다. 

한국 시장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의 기업재무 

이벤트에 대한 금요일효과 혹은 금요일발표자효과 선행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자사주매입, 유사증자, 합병 공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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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효과 존재 여부 및 금요일발표자효과 존재 여부에 관한 

이벤트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자사주매입 공시는 금요일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금요일발표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상증자 공시는 금요일효과가 

존재하고,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병 

공시는 금요일효과 및 금요일발표자효과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이는 기업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인 자사주매입에 한해 

금요일발표자의 유의적인 특성은,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외국인보유비중이 높으며, 장부가대시가 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더해, 자사주매입에서의 금요일발표자가 

유상증자의 금요일공시를 설명하는가에 대해 프로빗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한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데이터, 표본 

구성과 연구방법 및 가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금요일효과, 

금요일발표자효과에 대한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의 실증 결과를 

보고하고, 금요일발표자의 공통된 특성과 수익률 그래프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금요일발표자정의를 역사적인 기준으로 변경하여 강건성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결론은 제5장에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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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본구성과 연구방법 
 

제 1 절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공시에 대한 이벤트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이벤트스터디의 기준이 되는 공시발표데이터,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초과수익률 데이터, 회귀분석의 설명변수인 

공시일자 및 통제변수인 기업특징 데이터에 대해 서술한다.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공시 발표에 대한 데이터는 에프엔-

가이드의 데이터가이드프로에서 수집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6년간 발생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표 1> 요일 별 회사의 기업재무 이벤트 공시 분포 

이 표는 총 공시 발표 횟수, 회사 수, 이벤트 별 요일 별 공시 발표 분포를 나타낸다. 데이터 기간은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공시 세 가지 경우 모두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일까지 16년이다.  

 월 화 수 목 금 
총 

발표 수 
회사 수 

금요일 

발표자 

수 

자사주매입         

발표 수 456 399 394 440 431 1989 763 271 

발표 % 22.93 20.06 19.81 22.12 21.67    

유상증자         

발표 수 699 632 587 635 679 2894 1004 363 

발표 % 24.15 21.84 20.28 21.94 23.46    

합병         

발표 수 134 83 69 85 88 414 340 76 

발표 % 32.37 20.05 16.67 20.5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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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에 대해 각 1,989개, 2,894개, 

14개의 공시가 있었다. <표1>에 공시일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나타나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대해 평균 20%로 요일 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합병의 경우 총 432개 공시 중 134개가 월요일에 

공시됨으로써 31.02%의 비중을 보였다. 각 공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발표한 기업의 수가 각 763개, 1,004개 및 340개로 유상증자의 표본이 

가장 많았다. 금요일발표자 수는 금요일에 한 번이라도 발표한 적 있는 

회사의 수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개념으로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벤트스터디의 종속변수인 초과수익률 또한 공시 발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에프엔가이드의 데이터가이드프로에서 취합하였다.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 폐지된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199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17년간 일별 수익률 및 

시가총액을 내려 받았다. 초과수익률 계산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공시 발표 기업의 규모, 외국인보유비중, 장부가대 

시가비율, 부채비율 또한 에프엔가이드의 데이터가이드프로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17년간 연간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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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검증가설 
 

본 연구는 Michaely, Rubin and Vedrashko(2016)의 미국 

주식시장의 금요일효과 검증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까지 총 3가지 공시 

발표를 대상으로 금요일발표 효과의 존재 여부, 금요일발표자효과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 1. (금요일효과 존재 여부 검증)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금요일이 아닌 경우에 비해 시장은 

과소반응한다. 

가설 2. (금요일발표자효과 존재 여부 검증)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공시를 한번이라도 한 기업-금요일발표자-에 대해 시장은 

과소반응 한다. 

가설과 무관하게, 기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자사주매입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 합병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금요일발표여부 더미변수와 금요일발표자여부 

더미변수로 이루어진 간단한 모델로 위 가설을 검증한다. 아래의 식 

(1)이 그것이다. 

Ri,k = 𝛽0 + 𝛽𝐹𝐹𝑖 + 𝛽𝐹𝐴𝐹𝐴𝑘 + 𝜀𝑘 (1) 

𝐹𝑖 는 i 이벤트의 최초 공시일이 금요일이면 1,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면 0인 더미변수이다. 𝐹𝐴𝑘 는 해당 이벤트를 발표한 



 

 

 6 

K회사가 한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이 있는 금요일발표자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인 더미변수이다. 먼저 𝛽0의 방향과 유의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한국시장에 보고된 각 이벤트 별 시장의 주가 반응 여부가 

재현되는지 확인한다. 𝛽𝐹와 𝛽𝐹𝐴의 방향과 유의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설 

1과 가설 2를 각각 검증한다.  

Ri,k = 𝑟𝑖,𝑘 − (�̂� + 𝛽1̂𝑅𝑖,𝑘
𝑀 + 𝛽2̂𝑅𝑖,𝑘

𝑆𝑀𝐵 + 𝛽3̂𝑅𝑖,𝑘
𝐻𝑀𝐿 + 𝛽4̂𝑅𝑖,𝑘

𝑃𝑅1𝑌𝑅) (2) 

𝑅𝑖,𝑘 는 K 회사의 i 이벤트 최초공시일 기준 3일(-1,0,1)간의 

보유기간 4요인 초과수익률이다. 먼저 개별 이벤트의 일별 수익률(-

1,0,1)에 대해 -120일에서 -21일간의 4 요인에 대한 알파와 베타 

값을 추정한다. 그 후 추정한 알파와 베타를 해당 일자에 대한 4요인에 

대해 곱한 후 더하여 초과수익률을 계산한다. 식(2)와 같이 계산된 

𝑅𝑖,𝑘를 식(1)의 종속변수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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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결과 
 

제 1 절 자사주매입 
 

한국 주식시장은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양(+)의 수익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선구(2011)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사주매입 공시는 공시일(0) 이후 +5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CAR)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2> 자사주매입에 대한 시장 반응 

이 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시장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Fama-

French, Carhart 의 4 요인 보유기간(-1,0,1) 초과수익률이다. 금요일은 해당 공시의 

최초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인 더미변수이다. 금요일발표자는 해당 공시의 공시 

기업이 자사주매입에 대해 한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경우 1, 아닌 경우 0 인 더미변수이다. 

(1), (4)열은 자사주매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2)열은 공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인 경우, (3)열은 금요일 발표자인 경우를 표본으로 하였다. T값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고, 

*, ** 및 ***는 각 유의수준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𝑅𝑖,𝑘 = 𝛽0 + 𝛽𝐹𝐹𝑖 + 𝛽𝐹𝐴𝐹𝐴𝑘 + 𝜀𝑘 
 

  

전체 표본 월요일-목요일 금요일발표자 

기업 

전체 표본 

  (1) (2) (3) (4) 

금요일 -0.001   0.004 0.004 

  (-0.15)   (0.90) (0.00) 

금요일

발표자  

  −0.009∗∗   −0.009∗∗ 

  (-2.17)   (-2.15) 

절편 0.031∗∗∗ 0.035∗∗∗ 0.026∗∗∗   0.035∗∗∗ 

  (14.31) (12.01) (9.28) (11.91) 

관측치 

수 1,989 1,689 1,224 1,989 
조정된 

R2 0.000 0.002 0.00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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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서는 자사주매입에 대해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2>의 (1)과 (4)는 전체 표본에 대해 식(1)의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2)는 자사주매입의 최초공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 경우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3)은 

금요일발표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4)의 

절편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김선구(2011)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시장은 양(+)의 수익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3), (4) 모두의 경우에 금요일발표 더미에 대해서는 비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사주매입의 최초 공시일이 금요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장이 과소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미국 시장의 기존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Grullon and Michaely 2004). 이에 가설 

1은 자사주매입에 한해서는 기각된다.  

(2), (4)의 경우 금요일발표자 더미에 대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사주매입에 대해서는 금요일발표자인 경우 시장이 

과소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4절 

금요일발표자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첫째,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시장은 양(+)의 유의한 

수익률을 보이고, 둘째, 자사주매입 최초공시일의 금요일 여부는 시장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셋째,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시장은 해당 

기업이 금요일발표자인 경우 과소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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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상증자 
 

윤평식(2016)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전반기 유상증자는 양의 공시효과(CAR(0,2)=1.56%)를 

야기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시된 후반기의 유상증자는 음의 

공시 효과(CAR(0,2)=-6.56%)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흐름이 

악화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시행함으로 주가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표3>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해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 (3)의 절편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표 3>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 반응 

이 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시장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Fama-

French, Carhart 의 4 요인 보유기간(-1,0,1) 초과수익률이다. 금요일은 해당 공시의 

최초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인 더미변수이다. 금요일발표자는 해당 공시의 공시 

기업이 유상증자에 대해 한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인 더미변수이다. (1), 

(4)열은 유상증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2)열은 공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인 

경우, (3)열은 금요일 발표자인 경우를 표본으로 하였다. T값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고, *, ** 

및 ***는 각 유의수준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𝑅𝑖,𝑘 = 𝛽0 + 𝛽𝐹𝐹𝑖 + 𝛽𝐹𝐴𝐹𝐴𝑘 + 𝜀𝑘 
 

  

전체 표본 월요일-목요일 금요일발표자 

기업 

전체 표본 

  (1) (2) (3) (4) 

금요일 −0.014∗∗   −0.017∗∗∗ −0.017∗∗∗ 

  (-2.03)   (-2.45) (-2.47) 
금요일

발표자 

 
0.011∗  0.011∗  
(1.71) 

 
(1.69) 

절편 0.010∗∗∗ 0.003 0.014∗∗∗ 0.003 

  (3.14) (0.52) (3.49) (0.52) 

관측치 수 2,894 2,407 2,181 2,894 

조정된 R2 0.001 0.001 0.001 0.001 



 

 

 10 

기간이 다소 다르지만 윤평식(2016)의 결과(CAR(0,2)=-6.56%)와는 

다소 다른 값을 보인다. 해당 선행연구는 종속변수인 초과수익률이 

4요인 초과수익률이 아닌 코스피 혹은 코스닥 주가 지수만을 고려한 

1요인 초과수익률임을 감안하면 발생 가능한 차이로 사료된다.  

(1), (3), (4) 모두의 경우에 금요일발표 더미에 대해 음(-)의 

비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의 최초 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시장이 과소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2), (4)의 경우 금요일발표자 

더미에 대해 90%의 유의수준에서 만 유의한 양의 값으로, 가설2를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해, 첫째,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시장은 (1), (3)의 경우에만 한정적인 양(+)의 유의한 수익률을 보이고, 

둘째, 유상증자 최초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시장은 과소반응하며, 셋째,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시장은 해당 기업이 금요일발표자인 경우 90%의 

유의수준에서 한정적으로 과대반응한다. 

제 3 절 합병 
 

합병에 대해 김병진, 정진영(2015)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거래소에 보고된 1,293개의 M&A에 대해 평균적인 자본시장에서 

CAR(-1,1)이 1.4%의 양(+)의 값으로 유의함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외 M&A 선행연구는 시기, 합병의 양상, 기업의 규모, 재벌 비재벌 

여부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의 공시 효과를 일반화하긴 어려우나, M&A에 대해 금요일효과와 

금요일발표자효과에 대한 가설1과 가설2 검증 여부를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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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표4>에서는 합병에 대해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4)의 절편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김병진, 

정진영(2015)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합병 공시에 대해 시장은 양(+)의 

수익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3), (4) 모두의 경우에 금요일발표 더미에 대해서는 비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합병의 최초 공시일이 금요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장이 과소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미국 시장의 기존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Louis and Sun, 2010). 이에 가설 1은 합병에 

대해서 기각된다.  

<표 4> 합병에 대한 시장 반응 

이 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합병 공시에 대해 시장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Fama-French, 

Carhart 의 4 요인 보유기간(-1,0,1) 초과수익률이다. 금요일은 해당 공시의 최초공시일이 

금요일인 경우 1, 아닌 경우 0 인 더미변수이다. 금요일발표자는 해당 공시의 공시 기업이 

합병에 대해 한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경우 1, 아닌 경우 0 인 더미변수이다. (1), (4)열은 

합병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2)열은 공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인 경우, (3)열은 

금요일 발표자인 경우를 표본으로 하였다. T 값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고, *, ** 및 ***는 각 

유의수준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𝑅𝑖,𝑘 = 𝛽0 + 𝛽𝐹𝐹𝑖 + 𝛽𝐹𝐴𝐹𝐴𝑘 + 𝜀𝑘 
 

  

전체 표본 월요일-목요일 금요일발표자 

기업 

전체 표본 

  (1) (2) (3) (4) 

금요일 0.008   0.010 0.010 

  (0.53)   (0.45) (0.47) 

금요일

발표자  

  -0.003   -0.003 

  (-0.15)   (-0.15) 

절편 0.060∗∗∗ 0.060∗∗∗ 0.057∗∗∗ 0.060∗∗∗ 

  (8.94) (8.54) (3.19) (8.26) 

관측치 

수 414 346 138 414 
조정된 
R2 -0.001 -0.003 -0.0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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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의 경우 금요일발표자 더미에 대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합병에 대해 금요일발표자인 경우에도 시장이 

과소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첫째, 합병 공시에 대해 

시장은 양(+)의 유의한 수익률을 보이고, 둘째, 합병 최초공시일의 

금요일 여부는 시장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셋째, 합병 공시에 대해 

해당 기업의 금요일발표자 여부에도 시장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금요일발표자의 공통된 특성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이는 기업재무 이벤트는 자사주매입이다. 

이러한 기업에 공통된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기업규모는 

이벤트별 공시일 기준 5영업일 이전의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외국인보유비중, 장부가대시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해당 

이벤트를 공시한 시점에서의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말 기준 값이다. 

장부가대시가비율은 전년도 말 시가총액을 장부가로 나눈 값이다.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도 말 총차입금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외국인보유비중을 사용한 까닭은, 첫째로 MRV(2016)은 기관투자자 

보유비중을 사용하였으나 에프엔가이드에서 동일한 값을 찾기 어려웠고, 

둘째로 기관투자자 보유비중과는 다소 다르나 외국인보유비중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외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대게 시장의 추세를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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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시 유형별 기업의 공통된 특징 

이 표에는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을 공시한 기업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표본은 <표 1>과 

같다. 금요일발표자인 경우 FA,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 NFA 로 각 변수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을 제시하고 있다. 금요일발표자란, 해당 기업재무 이벤트를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규모는 이벤트 별 공시일 기준 5 영업일 이전의 시가총액(백 

억원)이다. 외국인보유비중은 해당 주식의 공시일 전년도 말 외국인보유비중이다. 

장부가대시가비율은 해당 주식의 공시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에서 우선주자본금을 차감하여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레버리지비율은 해당 주식의 공시일 전년도 말 총차입금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 값이 유의하게 차이 나는가에 대한 T 값이 나타나있고, *, ** 및 

***는 각 유의수준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FA NFA T 값 

자사주매입     

기업규모 평균 160.33 51.38 (-3.07) 

  중앙값 9.55 5.64   

외국인보유비중 평균 10.99 6.48 (-7.97) 

  중앙값 4.13 1.45   

장부가대시가비율 평균 1.34 1.66 (4.11) 

  중앙값 1.02 1.20   

레버리지비율 평균 0.46 0.50 (1.58) 

  중앙값 0.21 0.31   

유상증자     

기업규모 평균 15.18 19.26 (1.18) 

  중앙값 2.89 3.41   

외국인보유비중 평균 3.94 4.26 (0.83) 

  중앙값 0.48 0.50   

장부가대시가비율 평균 0.96 1.33 (4.03) 

  중앙값 0.66 0.86   

레버리지비율 평균 1.69 1.12 (-2.70) 

  중앙값 0.60 0.52   

합병     

기업규모 평균 93.22 53.33 (-1.56) 

  중앙값 6.32 4.06   

외국인보유비중 평균 6.47 6.27 (-0.19) 

  중앙값 1.18 1.05   

장부가대시가비율 평균 1.34 1.26 (-0.33) 

  중앙값 0.75 0.68   

레버리지비율 평균 1.06 1.53 (1.32) 

  중앙값 0.7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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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중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이는 

이벤트는 자사주매입이었으므로, <표5>에서 마찬가지로 

금요일발표자(FA)인 경우와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NFA) 기업 

특징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여부를 검증한 T값은 

자사주매입에 한해 유의하다. 자사주매입에 한해, 금요일에 발표하는지 

보다 어떤 금요일 발표자 특성을 지닌 기업 유형에 대해서만 투자자들이 

과소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떤 기업들에 대해 과소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으로, 첫째,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외국인보유비중이 높으며, 셋째, 장부가대시가비율이 낮고, 넷째,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과소반응한다.  

이에 비해 유상증자와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 특징에 대해 

투자자들이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제3절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하는 경우 과소반응함을 

알 수 있다. 

 

제 5 절 금요일에의 공시 가능성: 프로빗 분석 
 

금요일발표자의 특성이 금요일 공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분석을 시행하였다. <표6>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6>에 사용된 표본은 특정 기업이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의 세 

가지 공시 중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공시를 시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의 “자사주매입 사건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란 기존의 

금요일발표자 정의와 다르게, 해당 이벤트를 공시한 기업이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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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벤트에 대해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1로, 

해당 이벤트를 공시한 기업이 유상증자, 합병에 대해 공시한 적 있으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 0으로 정의된 더미 변수이다. (2)의 “유상증자를 

제외한 금요일발표자”와 (3)의 “합병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도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표 6> 금요일에의 공시 가능성 

이 표는 공시일의 금요일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본은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중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이벤트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사주매입 
사건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란 기존의 금요일발표자 정의와 다르게, 해당 이벤트를 공시한 기업이 

유상증자, 합병 이벤트에 대해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1 로, 해당 이벤트를 

공시한 기업이 유상증자, 합병에 대해 공시한 적 있으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 0 으로 정의된 더미 

변수이다. (2)의 유상증자를 제외한 금요일발표자와 (3)의 합병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도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나머지 변수는 <표 5>와 동일하고, 기업규모의 경우만 <표 5>에서 로그를 

취하였다. 프로빗 분석에 대한 T값이 나타나있고, *, ** 및 ***는 각 유의수준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𝐹𝑟𝑖𝑑𝑎𝑦 𝑑𝑢𝑚𝑚𝑦𝑖,𝑘 = 𝛽0 + 𝛽𝐹𝑁𝐹𝐴𝑛𝑜𝑡𝑘 + ∑ 𝛽𝑗𝑋𝑖,𝑘
𝑗

4

𝑗=1

+ 𝜀𝑖,𝑘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1) (2) (3) 

자사주매입 사건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 

0.072     

(0.18)     

유상증자를 제외한 

금요일발표자 
  0.285∗∗∗   

  (4.69)   

합병을 제외한 

금요일발표자  
    0.260 

    (0.82) 

Log(기업규모) -0.035 -0.024 -0.035 

  (0.30) (0.24) (0.12) 

외국인보유비중 -0.109 0.006 0.592 

  (0.02) (0.00) (0.11) 

장부가대비시가비율 0.078∗ 0.016 0.055 

  (1.76) (0.14) (0.36) 

레버리지비율 -0.012 -0.008 0.046 

  (0.01) (0.95) (0.58) 

절편 1.700∗∗∗ 1.494∗∗∗ 1.494∗∗ 

  (5.60) (8.40) (1.93) 

관측치 수 1,045 1,62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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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첫째, 제4절에서 나타난 금요일발표자의 공통된 특성인 

기업규모, 외국인보유비중, 장부가대비시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금요일 

공시를 설명하지 못했다. 둘째, 유상증자에 대한 (2)에 한해서만, 

유상증자는 자사주매입에 대해 금요일발표자 효과를 보이는 기업-본 

연구에서는 합병에 대해 금요일발표자 효과가 없었으므로ㅡ은 

유상증자를 금요일에 최초공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0.285, T값 4.69). 

제 6 절 금요일발표자의 수익률 
 

제1절부터 제4절에 이르는 실증 결과가 과소반응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합병 이벤트에 대한 공시일 기준 전후 10일 간의 

수익률 그래프를 조사하였다. <그림1>은 자사주매입에 대하여, 

<그림2>는 유상증자에 대하여, <그림3>은 합병에 대한 그래프이다. 각 

그림에 대해 A,B는 금요일발표인 경우(F)와 금요일발표가 아닌 

경우(NF)로 나누어 보았고, C,D는 금요일발표자인 경우(FA)와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NFA)로 나누어보았다. A,C는 해당 이벤트의 

수익률에 대해 동일가중 수익률을 나타냈고, B,D는 가치가중 수익률을 

나타내었다. 

자사주매입 수익률인 <그림1>을 살펴보면, A,B,C,D 모두 -1일부터 1일 

간의 수익률이 양(+)의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사주매입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유상증자 수익률인 <그림2>를 

살펴보면, A,C,D에 대해 수익률이 음(-)의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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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합병 수익률인 

<그림3>을 살펴보면, A,B,C,D 모두 수익률이 양(+)의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합병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위 세 가지 

반응 모두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자사주매입 공시일 기준 수익률 

이 그래프는 자사주매입 공시일(0)을 기준으로 -10일부터 +10일간의 Fama-French, 

Carhart의 4요인 초과수익률이다. 동일가중 수익률은 모든 표본에 대해 수익률을 단순 평균 한 

값이고, 가치가중 수익률은 해당 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수익률을 뜻한다. F와 NF는 

각 금요일공시와 공시일이 금요일이 아닌 경우로 나눈 것이고, FA와 NFA는 각 금요일발표자인 

경우와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를 뜻한다. 금요일발표자란, 해당 기업재무 이벤트를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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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상증자 공시일 기준 수익률 

이 그래프는 유상증자 공시일(0)을 기준으로 -10일부터 +10일간의 Fama-French, Carhart의 

4요인 초과수익률이다. 동일가중 수익률은 모든 표본에 대해 수익률을 단순 평균 한 값이고, 

가치가중 수익률은 해당 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수익률을 뜻한다. F와 NF는 각 

금요일공시와 공시일이 금요일이 아닌 경우로 나눈 것이고, FA와 NFA는 각 금요일발표자인 

경우와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를 뜻한다. 금요일발표자란, 해당 기업재무 이벤트를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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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합병 공시일 기준 수익률 

이 그래프는 합병 공시일(0)을 기준으로 -10일부터 +10일간의 Fama-French, Carhart의 

4요인 초과수익률이다. 동일가중 수익률은 모든 표본에 대해 수익률을 단순 평균 한 값이고, 

가치가중 수익률은 해당 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수익률을 뜻한다. F와 NF는 각 

금요일공시와 공시일이 금요일이 아닌 경우로 나눈 것이고, FA와 NFA는 각 금요일발표자인 

경우와 금요일발표자가 아닌 경우를 뜻한다. 금요일발표자란, 해당 기업재무 이벤트를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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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강건성 검증: 역사적 금요일발표자 정의 
 

 

제 1 절 금요일발표자의 정의 변경 
 

앞서 제3장 실증 분석에서의 금요일발표자 정의는 해당 기업이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이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금요일발표자로 여기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할 때 해당 기업의 과거 행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금요일발표자 정의를 해당 기업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두어 연구를 다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경 전: 해당 기업이 전체 기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1 

변경 후: 해당 기업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1 

변경한 경우에도 제3장 실증 결과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선행 연구인 MRV(2016)에서도 강건성 검증을 수행한 

5. Roburstness: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a Friday announcer에서 

동일한 대안적 정의를 사용하였으나 실증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MBR(2016)은 금요일발표자를 정의할 때 과거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보다 전체 기간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실증 결과 자체가 과거의 발표 경험보다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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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더 영향을 받는 점, 둘째, 기업 특징에 금요일발표자여부가 

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셋째, 과거를 기준으로 정의 할 경우 

동일한 하나의 기업에 대해 두 개의 중복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과거를 기준으로 금요일발표자를 정의하기보다 전체 기간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서술하고 있다. 

  



 

 

 22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에프엔가이드의 데이터가이드프로를 이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6년동안 공시된 내역에 

금융업종이 아닌 제약조건을 부여하여 자사주매입 1,989건, 유상증자 

2,894건, 합병 414건의 표본을 구하였다.  

금요일효과 및 금요일발표자효과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Michaely, Rubin and Vedrashko(2016)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사주매입 공시는 금요일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상증자 공시는 

금요일효과가 존재하고,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병 공시는 금요일효과 및 금요일발표자효과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사주매입 공시에 대해 금요일발표자효과를 보이는 금요일발표자는 

기업규모가 크고, 외국인보유비중이 높으며, 장부가대시가비율이 낮고 

레버리지비율이 낮은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요일발표자를 전체 기간에 대해 최소 

1번 이상 금요일에 공시한 기업으로 정의한 제3장과 다르게 

제4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과거에 한번이라도 금요일에 발표한 적 있는 

경우 금요일발표자로 정의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으나, 제3장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첫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유상증자에 한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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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효과가 존재하고, 자사주매입과 합병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자사주매입에 한정적으로 금요일발표자효과가 존재하고 

이 금요일발표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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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iday announcements effect in the Korean stock market 

- Focusing on corporate financial events – 

 
Kwon HyoJung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Friday announcements effect of the repurchase, rights 

offering, and merger announcements announced for 16 years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15 on Friday. The Friday announcements effect is a phenomenon 

where investors are negligently underperforming due to the weekend effect when the 

event is first disclosed on Friday. The Friday announcements effect of repurchases 

were not significant, and the effect of Right offerings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effect of merger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according to MRV (2016 JFE), this study reports that the US 

market has a presenter effect on Friday, not on Friday, so we tested the Friday 

announcer effect on repurchase, right offering, and merger. Repurchase events show 

the Friday announcer effect at 95% significance level, and Rights offering events 

show the Friday announcements effect at 90% significance level. There are no both 

Friday effects and Friday announcer effects on the merger. 

A Friday announcer is a company that has made its first public 

announcement of a corporate financial event on Friday at least.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repurchase firms on Friday announcer effect are as follows: the 

size of firms is relatively large, the share of foreigners is high, the book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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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is low, and the debt ratio is low.  

First, in the Korean stock market, only the rights offering shows the Friday 

announcement effect, and there are no Friday announcement effect about stock 

repurchases and mergers. Second, there are limited effects of the Friday announcer 

effect about right offering, suggesting that the firms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Keywords : Friday, Corporate announcements, stock repurchase, merger, Rights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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