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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분기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평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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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본 연구는 달력에서 연도-분기별로 균일하지 않은 영업일수가 분기손익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명절
인 추석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변하는 효과 등으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영미권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영향
은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과 같은 거시경제통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통계를 대상으
로 월별 또는 분기별 영업일수 등의 영향을 조정한 별도의 통계를 작성한다. 따라서 기업의 분기 경영실적도 거시경제통계와 마찬가지로 연도
-분기별 영업일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분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
을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계절적 랜덤워크 모형에 따라 회계이익을 해석할 때 영업일수의 차이에 기인한 분기실적의 변화가 초과이익
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 분기-연도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분기실적의 변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하지만
분기재무보고 이후의 주가수익률을 관찰한 결과, 영업일수가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통계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달력요인 등이 조정된 경제통계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의 개념을 재무보고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달력에 대한 이해를 기초한 것으로 해외의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이익
과 자본시장에 고유한 문화에 비롯된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글색인어 달력요인, 분기손익, 가격형성오류, 프레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alendar on quarterly earnings and pricing. I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Statistics Korea and the Bank
of Korea produce seasonal adjustments, including adjustments to calendar factors,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statistics. This study expects that the quarterly
business days positively affect quarterly earnings. However, the investors do not consider the number of business days when they interpret the quarterly
earnings through the seasonal random-walk model, omitting the business days’ effect.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quarterly business days show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quarterly earnings, but the investors do not fully understand such an effect. This study extends the concept of
calendar adjustment in economic statistics to the area of financial reporting. The public holiday systems in Korea and the British-American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As the number of quarterly business days varies significantly in Korea than in British-American countries, the effect of calendar factors on quarterly
earnings is insignificant in British-American countries but should be significant in Korea. Therefore, it is not easy to know the effect of calendar factors on
financial reporting and capital markets through reviewing foreign literature. It means that research on the Korean capital market is needed.

KEYWORDS calendar effects, quarterly earnings, mis-pricing, frame

Ⅰ. 서 론
우리는 종종 조업일수의 영향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수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언론의 보
도를 접할 수 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일하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달력요인’은 이를 의미한다)
가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수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여러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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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달력요인에 영향을 받는다.1)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계절조정을 거친 경제통계를 작성
하는데, 여기에는 달력요인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
계절조정을 거친 경제통계의 작성이 보편화되어 공표되고 있지만, 회계 분야에서 달력요인이 분
기손익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달력
요인과 회계이익의 연관성을 살펴본 해외의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 선진
국의 공휴일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새해 첫날과 크리스마스 등 일부를 제외하
면 공휴일의 요일이 고정되어 있고 날짜가 이동하여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 반
면, 우리나라에서는 연도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바뀌며, 추석이 삼사분기와 사사분기 사이
에서 움직여 분기별 영업일수의 편차가 영미권 선진국에 비하여 크다. 이러한 차이는 달력요인과
재무보고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배경을 설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달력에 대한 이
해에 기초한 고유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논의에 앞서 경제통계에서 계절조정의 개념과 달력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이유를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경제통계의 시계열 변동은 추세요인, 순환요인, 계절요인, 달력요인이 결합한 결과
이다. 여기서 추세요인과 순환요인은 경제의 기조 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은
이와 무관하다. 따라서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을 원자료에서 제거함으로써 통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계정조정이라고 한다(이긍희 2016). 본 연구는 달력요인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계절요인의 영향은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
기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요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둘째, 계절요인이 현재연도와 이전연
도에 미치는 영향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절적 랜덤워크 모형에 따라 분기손익을 평가할 때 계
절요인이 분기손익의 변화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다룬다. 첫 번째 가설은 분기 영업일수가 늘어나는(또는 줄어
드는) 것과 기업 실적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달력요인은 월 또는 분기 단위의 산업생산 및 수출
과 같은 주요 경제통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항용과 심상달 1994; 이긍
희 2000, 2021).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분기실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달
력요인과 분기손익의 연관성이 주가에 반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에 기인
한 분기손익의 변화분은 일시적 요인이지만, 투자자들이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달력요인의 영향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계절적 랜덤워크 모형과 같은
분석의 프레임으로 분기손익을 해석할 때, 달력요인의 영향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분기손익의
변화분이 초과이익의 변화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6년 3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28,204개
의 기업-분기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소매업, 건설업, 부
1) 달력효과의 의미는 문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달력에 나타나는 분기-연도별로 균일하지 않은 영업
일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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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업이나 여행업 등을 비롯한 달력요인이 분기보고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매업, 여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공휴일에
영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진행률을 적용하거나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달력요인이 재무보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고려하여 2006년 3분기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은 분기영업일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분기손익의 변화분을 종속변
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분기실적의 변화분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은 분기영업일수
와 분기손익 변화분의 상호작용변수를 독립변수로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의 주식수익률을 종속변
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의 주식수익률을 관찰한
이유는 일시적인 가격형성오류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변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결과에서
달력요인과 분기손익의 상호작용과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의 주가수익률의 유의한 음(-)의 연관성
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분기실적에 유의한 영향이 있지
만, 투자자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도-분기별로 균일하지 않은 영업일수와 분기손익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이다. 달력
이 인간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며, 각 나라마다 달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달력이 재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달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달력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가격형성오류가 나타남을 보고한 것으로 투자자뿐 아니라 회계감독당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달력요인을 고려하여 정보를 분기손익을 해석할 필요
가 있고, 회계감독당국은 달력요인과 관련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시제도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당국이 임시, 대체공휴일 제도와 공휴일을 신설, 폐지와 같은 의사결
정에 있어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달력이 회계정보에 미치는지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더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Ⅱ절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제Ⅲ절에서 표본선정과 연구모형을, 제Ⅳ절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제Ⅴ절에서 결론과 공헌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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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2.1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2.1.1 계절조정과 달력요인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는 주요 경제통계를 대상으로 원자료에 계절조정한 경제통계를 주기적
으로 공표한다. 계절조정은 경제통계에서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 요인의 영향과 명절 이동
의 효과 및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효과 등을 경제통계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이긍희 2004).
이러한 요인을 제거한 통계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경제의 추세변화와 경기순환을 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긍희 2016).
계절조정을 거친 경제통계의 유용성은 자명하지만, 계절조정 경제통계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
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이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각 나라마다 달
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계절조정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이긍희 2016). 둘째, 계절변동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실무적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통계지표별로 계절변동 요인
이 달라서 통계별로 계절요인을 식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계절조정 경
제통계의 작성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에나 비로소 본격화되었다.2)
계절조정에서 달력요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절조정 경제
통계의 작성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계절조정의 필요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달력요인이 경제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로써 이완석과 심
상달(1994)는 월별 또는 분기별 근로일수의 차이가 산업생산지수 변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산업생산지수와 많은 주요 경제통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산
업생산지수뿐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들도 근로일수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긍희(2000)는 월별 또는 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가 산업생산지수뿐 아니라 생산자 출하지수, 수출⋅
수입 통계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고, 영업일수 효과를 조정할 때 이들 통계의 전년도 동 분기
(또는 동월) 대비 증감을 분석할 때 경제의 기조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달력요인을 조정할 때 경제통계의 유용성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2.1.2 가치평가와 가격형성오류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달력요인으로 가격형성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가치이론
과 시장이상현상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시장이상현상은 자본시장에서 가치평가오류

2) 우리나라는 1996년 말 OECD에 가입하였는데, OECD가 발표하는 주요 통계 책자에 가입국의 계절조정 경제통계가
수록된다. 하지만 가입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조정 경제통계의 작성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입 이후 한
동안 OECD의 주요 통계 책자에 수록되는 우리나라의 계절조정 경제통계를 OECD가 추정하여 수록하였다(이긍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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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가치평가모형인 Ohlson모형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익공
시일 이후 잔류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Ohlson(1995)는 회계이익에 기초하여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론
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지지가 되었다(Barth et al. 1998; Dechow et
al. 1999). Ohlson(1995)의 기업가치모형은 식 (1)과 같이 초과이익이 자본화된 가치와 순장부가치
의 가중합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한다. 식 (1)에서 (φxt – dt)는 초과이익이 자본화된 가치를 나타내며,
yt는 순장부가치를 의미한다. k와 (1-k)는 각각 초과이익의 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로 기
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모형에서 초과이익(xt)은 1차 자기회귀의 시계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는데, 초과이익이 체감적으로 지속됨을 뜻한다. 초과이익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식 (1)에서 φ는 초과이익에 대한 배
수를 의미하는데, 초과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Pt= k(φxt – dt) + (1-k)yt + α2υt

식 (1)

Easton and Harris(1991)은 식 (1)의 Ohlson 모형을 차분하여 식 (2)와 같은 하위모형을 도출하였
다. 이 모형은 주가는 기업가치를 나타내는데, 주가를 차분하면 주식수익률이 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식 (2)에서 β1(Xt – Xt-1)/Pt-1은 초과이익의 변화에 기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β
2Xt/Pt-1는

순자산가치의 변화에 기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뜻한다. 식 (2)에서 이익의 변화분(ΔXt)과

이익의 수준(Xt) 모두 주식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Ali and Zarowin(1992)은 이익의 지속성이
강할 때는 이익의 변화분이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만, 일시적 성격이 지배적인 경우
는 이익의 수준이 주식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aston and Harris(1991)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ARt= β0 + β1(Xt – Xt-1)/Pt-1 + β2Xt/Pt-1 + υt

식 (2)

식 (2)에서 일시적 이익보고와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는 둘 다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
치지만,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르다. 물론 초과이익이 변화한 것은 일시적 이익을
보고한 것보다 중요한 신호이므로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를 Ohlson(1995)을 이
용하여 설명하면 일시적 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보았을 때, 지속성이 있는 이익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식 (1)에서의 φ배가 된다.3) 반면, 일시적 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순자
3)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일시적 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이익이 자본
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자본화는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이익의 현재가치까지 자본화되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과이익은 일시적 이익과 비교해 기업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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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치의 증가를 반영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이처럼 일시적 이익과 초과이익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으로, 이를 혼동할 때 가격
형성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투
자자들이 이를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로 잘못 해석한다면 가격형성오류가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달력요인으로 나타난 분기손익의 변화분을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된다.
본 장에서는 달력요인으로 인한 가격형성오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익공시일 이후 잔
류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와 비슷한 작용이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에 미친 영향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시일 이후 잔류현상은 이익공시의 영향이 공시일 전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시일 전후와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현상이다(Ball and Brown
1968). 위험요인이나 거래비용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재구성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선행연구
도 있었지만(Bhushan 1994), 유력한 설명은 시장참여자들이 분기손익의 시계열 속성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ndleman et al. 1987; Bernard and Thomas 1989, 1990).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분기와 후속 분기의 손익은 시계열로 연결되어 있지만, 투
자자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분기의 경영성과가 가시화될
때 비로소 주가에 반영되어 현재의 분기손익이 지연되어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Sloan(1996)은 투자자들이 발생액을 과대평가하는 시장이상현상을 보고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
상이 발생액의 다음연도 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현금흐름에 비하여 낮지만,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
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물론 발생액 이상현상을 위험요인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제약에서 찾으려는 선행연구도 있다(Mashruwala et al. 2006; Wu et
al. 2010). 하지만 다수의 후속 연구에서 투자자들이 발생액과 현금흐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서
이익을 인식함으로 이러한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Sloan(1996)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잔류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은 현재이익과 미래이익의 시계열 연관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달력요인으로 인한 분기손익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의 경영성과와 시계열로 연결되
어 있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들에 익숙한 계절적 랜덤워크 또는 이를 응용한 모형에 따라 분기손익
을 해석할 때 달력요인으로 나타난 분기손익의 변화를 초과이익이 변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로 인하여 가격형성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2.1.3 거시경제와 회계정보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거시경제가 회계이익의 연관성은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이지만, 최근 이러한 연구들
이 활발해졌다. 여기에는 회계이익과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또는 이익
분산과 실업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포함한다(Konchitchki et al. 2014; Crawley 2015;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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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21).
기업의 실적과 경제통계가 연관성이 있음은 기업이 가계 및 정부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축이라
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며, 최근의 회계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onchitchki et al.
(2014)는 회계이익 증가율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당기의 총회계이익성장률이 GDP
성장률 확정치에 대한 정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rawley(2015)는 보수주의 회계처리
가 총회계이익과 GDP 성장률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이성욱 등
(2016)은 회계이익 증가율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총회계이익의 증가율이 GDP 성
장률 확정치에 대한 정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회계이익의 분산과 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한 마찰적 실업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Nallareddy and Ogneva(2016)은 회계이익 증가율의 분산에는 노동 재배치, 실업 변화, 그리고 궁극
적으로 총산출의 추세에 대한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예원 등(2021)은 분기별
로 구분한 회계이익의 분산이 다음 분기 실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동기간 실업률
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들은 거시경제의 움직임과 회계현상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본 연
구도 회계현상과 거시경제의 연결을 조망한 문헌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2.1.4 프레임에 관한 선행연구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공개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가가 균형에 도달
하여야 한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반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Shiller 2003).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반례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투
자자들이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 이익변동을 초과이익의 변화로 잘못 해석
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지심리 분야의 연구를 살펴본다.
Tversky and Kahneman(1974)은 심리학 분야의 연구이지만 경제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Tversky and Kahneman(1974)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률에 기초한 예측치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주어진 정보 일부를 생략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정형화된 휴
리스틱의 행동기제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기제는 가용할 수 있는 주의력(attention)이 제한된
인간이 주의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인지 오류를 초래하기도 한다(Kahneman
1973).
휴리스틱에 관한 연구는 생각 처리의 공식화(formula)된 틀, 일명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Tversky and Kahneman 1981). 프레임 역시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주의
력의 감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휴리스틱과 마찬가지이다(최인철
2016). 또한 양자는 착각과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Tversky and Kahneman
(1974)에서 보고한 휴리스틱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행동기제라고 한다면, 프레임은 개인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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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황 등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최인철 2016).4) 따라서 프레임은 가변적인
것으로 타인에 의해 쉽게 조작되거나, 정교하게 디자인한 설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5)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 처리의 방식이 논리적 합리성이 아닌 생태적 합리성의 원리에 따른 것으
로 현실 세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Gigerenzer 2000). 이러한 견해
는 휴리스틱의 생각 처리방식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과정에서 인간에게 내재한 것이라는
본다. 인간이 언제나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문제의 해(解)를 찾지 못하거나 해를 찾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존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러한 주
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으로, 검색, 패턴 인식, 학습, 계획, 귀납
의 다섯 과정을 거쳐 논리적 최적해가 아닌 휴리스틱 최적해를 찾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Minsky 1961).

2.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달력에 따라 달라지는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것이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경제의 기조 변화를 분석할 때, 경제통계에서 1년 주기로
반복되는 계절요인과 달력에 의해 대상 기간의 영업일수가 달라지는 효과를 제거함으로 좀 더 정
교한 경제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달력에서 연도-분기별로 균일하지 않은 영업일수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미권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는 대부
분의 공휴일을 요일(曜日)을 고정하고 날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
휴일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고, 이동 명절인 추석이 3분기와 4분기 사이를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비하여 분기-연도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크다.
경제의 기조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통계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제통
계의 시계열 변화가 반드시 실물경제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시계열 경제통계는 추세변동, 순환
변동, 계절요인에 의한 변동, 달력요인에 의한 변동이 혼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세변동
과 순환변동만이 실물경제의 기조 변화를 나타내며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에 의한 변동은 이와 무관
하다. 따라서 경제통계의 원자료에서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에 의한 변동을 제거함으로 통계의 유용
성이 향상된다(이긍희 2016). 경제통계의 시계열 변화가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에 간섭을 받듯이 기
업의 분기실적도 달력의 영향으로 달라지는 분기 영업일수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4) 프레임을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의 틀’로 정의할 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레임은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체유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프레임은
본인의 결심이 아닌 무의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5) 마케팅의 영역에서 소비자가 설계된 프레임에 의해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이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인철 2016). 최근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Lakoff(2014)는 정치를 프레임 전쟁으로 표
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설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소비자 또는 유권자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자에
의해 유도된 판단은 온전하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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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와 기업 실적이 분기 영업일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문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통계 분야의 문헌에서는 영업일수의 변화가 분기별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통계의 시계열 변화
에 대한 설명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완석과 심상달 1994; 이긍희 2004; 이긍희 2000). 그리
고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상장기업 회계이익과 GDP 성장률이 밀접하게 있음을 보고하였다
(Konchitchki et al. 2014; 이성욱 등 2016). 따라서 분기별 영업일수가 산업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분기 경영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일수가 기업의 분기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연관성
이 약해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 기업이 손실 회피와 전년도 같은 분
기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으로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영업일수가 분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희
석될 수 있다(Burgstahler and Dichev 1997). 또 다른 가능성으로 달력요인과 거시경제지표의 연관
성이 기업활동이 아닌 가계, 자영업 등의 활동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업일수가
산업생산지수와 수출과 같은 거시경제통계의 연관성이 반드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와 기업 실적
의 연관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늘어나는(또는 줄어드는) 것과 기업 실적은 무관하다.
두 번째 가설은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격형성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에 관한 것
이다. 이는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 요인이지만 투자자들이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기 위하여 Ohlson 모
형에 기초하여 일시적 요인과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
으며, 투자자들이 이를 충분히 식별하여 거래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회계이익에 기초한 가치평가이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Ohlson 모형에서 기업가치는 지속성을
띠는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합이다(Ohlson 1995). Easton and Harris(1991)
은 Ohlson 모형을 차분하여 주가수익률을 설명하는 하위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에서 이익의
변화분은 초과이익이 자본화된 가치의 변화에 기인한 주가 변화를 나타내며, 이익의 수준(level)은
순자산가치의 변화에 기인한 주가 변화를 설명한다. 여기서 초과이익의 변화한 것은 일시적 손익
이 발생한 것에 비하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시적 손익은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만
있지만, 초과이익의 변화는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에 더하여 미래이익의 현재가치가 반영
되는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가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이러한 영향이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분기손익 변화분의 일부가 달력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식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과이익의 변화와 일시적인 손익변화는 시계열 속성뿐 아니라 주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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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다르다. 일시적 손익은 시계열 지속성이 없지만, 초과이익은 1차 자기회귀의 시계열 속성을
띈다. 투자자들이 이익의 시계열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이상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익공시일 이후 잔류현상과 발생액 이상현상이 이에 해당한다(Bernard and Thomas
1989, 1990; Sloan 1996; 나종길 2008). 따라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가 분기실적에 미친 영
향이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시계열 속성에 대한 판단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가격형성오류가 발
생한다는 의미이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는 투자자들이 달력요인이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고 거래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생각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공식화
(formula)된 생각 처리의 틀(일명 ‘프레임’)을 발달시키고 이에 따라 사물을 이해하게 된다는 연구
성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Tversky and Kahneman 1981; 최인철 2016). 이는 모든 정
보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풀이의 해를 찾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됨으로 인간은 일부
정보만을 고려한 생각 처리의 공식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계절적 랜덤
워크 모형은 회계정보를 해석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Ayers et al. 2011; 나종길 2008). 계절
적 랜덤워크 모형에 따라 회계정보를 해석하면 현재 연도와 전년도의 분기손익의 차이를 미래현금
창출능력의 변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Easton and Harris 1991). 더욱이 현재연도와 전년도의 분
기손익이 나란히 공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에 의한 정보해석이 강화될 수 있다.
이상으로 가치평가에서 영업일수가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이
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을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6)
가설 2: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분기실적에 대한 영향과 가격형성오류는 무관하다.

Ⅲ. 표본구성과 연구방법
3.1 표본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기업-분기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
서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분기 표본은 제외하였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소분류를 기준으로 소매업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6) 두 번째 가설은 첫 번째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속 가설이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의 형태에 맞추어 두
번째 가설도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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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분류를 기준으로 전기업, 여행사업, 부동산임대업, 송전 및 배전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
업을 영위하는 기업
(4) Kis-Value에서 주가 및 분기재무제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
(5) 3,6,9,12월 이외의 월(月)에서 분기보고가 이루어지는 기업
표본추출의 대상 기간은 기준연도(t년)를 기준으로 2006년 3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를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분기 내에서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영업일수로 달력요인을 측정하였
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
요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분기실적 변화분에 대한 영업일수의 영향을 일관되게 계산할 수 있는
2006년 3분기부터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더불어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소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였다. 소비자를 대
상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휴일에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업은 통상 진
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므로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
렵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여행사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
영업, 부동산임대업, 전기업, 송전 및 배전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하
였다. 그 이유는 아래의 주석과 같다.7) 그리고 분기 재무보고가 3,6,9,12월이 아닌 월(月)에 이루어
진 표본은 다른 표본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주가자료와 분석에 필
요한 재무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분기 표본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8,204개의 기업-분기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무자료와 주가자
료는 Kis-Value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극단치(outlier)의 영향을 낮추기

<Table 1> Selection of Sample

Sample Selection Criteria

Samples

Non-financial samples traded in Korea Stock Exchange from the 3rd quarter of 2006 to
the 4th quarter of 2019
(-)

Samples of firms operating in retail and construction

(-)

Samples of firms operating in travel, ritz, film screening etc

(-)

Samples that quarterly financial reports are made in months other than 3,6,9,12 months

(-)

Samples with incomplete data available

(=)

Final samples

32,311
1,957
724
46
1,380
28,204

7) 여행사업과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주말과 휴일에 많으
며,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수익이 경과일수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는다. 전기업, 송전 및 배전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
급업은 달력요인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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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연속변수의 값이 상⋅하위 1%의 범위를 벗어날 때 상⋅하위 1%의 값으로 조정하였다.

3.2 연구모형의 설정
3.2.1 달력요인의 정의
달력요인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1월
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으며(Rozeff and Kinney
1976), 월(月)을 전반 보름과 후반 보름으로 나눌 때 전반 보름의 주가수익률이 후반 보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Ariel 1987). 또는 이슬람의 라마단, 중화권의 춘절 등과 같이 각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간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달력요인’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력요인은 월력(月曆)을 기준으로 균일하지 않은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뜻한다. 이는 계절조정 경제통계에 대한 경제문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이항용과 심상달 1994; 이긍희 2000). 분기별 영업일수는 분기별 총일수(日數)에서 토,
일요일과 공휴일 등 영업하지 않은 날짜의 수를 차감한 것이다.8) 각 분기의 총일수는 윤년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영업하지 않은 날에 포함하였다. <Table 2>
에서 이렇게 구한 분기별 영업일수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3분기부터 2019
년 4분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 속한 일사분기와 이사분기의 수는 13개, 삼사분기와
사사분기의 수는 14개였다. 일사분기의 영업일수가 가장 작았는데, 28일(日)로 구성된 2월과 설 연
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를 평균 영업일수로 나눈 값(=ⓔ)은 일사분기에서 1.64%의
값을 보여 가장 작았고, 사사분기가 2.82%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설 연휴와 28일(日)로 구성된 2
월이 일사분기에 속했기 때문이다. 표준편차를 평균 영업일수로 나눈 값은 삼사분기와 사사분기에
서 일사분기와 이사분기보다 표준편차를 평균 영업일수로 나눈 값 크게 나타났는데, 추석 연휴가
삼사분기와 사사분기에서 움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2> Summary of Quarterly Calendar Days

ⓐ Quarter ⓑ Number of Quarter ⓒ Average Working days ⓓ Standard Deviation(d) ⓔ Ratio(=ⓓ  ⓒ)
1

13

60.81

1.00

1.64%

2

13

61.37

1.04

1.69%

3

14

62.84

1.39

2.21%

4

14

62.05

1.75

2.82%

8) 이항용과 심상달(1994)과 이긍희(2000)의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연구로 토요일은 0.5일, 일요
일과 공휴일은 0일로 보고 월 또는 분기의 영업일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를 대상
으로 한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모두 0일 보고 분기 영업일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Table 3>의 기술통
계량에서 WorkDayi,t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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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구모형
연구모형 식 (3)는 달력요인이 분기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
다. 식 (3)에서는 달력요인을 분기영업일수(WorkDayi,t) 또는 분기영업일수의 변화분(ΔWorkDayi,t)
으로 측정하고, 분기실적을 계절적 랜덤워크 모형에 의한 비기대이익(=UEi,t)으로 측정하였다.
UEi,t는 이번 연도 분기손익( 년도  분기)을 분기평균자산을 나눈 값에서 이전 연도 분기손익(   
년도  분기)을 분기평균자산으로 나눈 값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귀무가설 1이 기각된다면 식 (3)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WorkDayi,t(또는 ΔWorkDayi,t)의 계수 값(=α1)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일 것
이다.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Sizei,t)와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BMi,t)를 포함하였는데, 이들 변수는
여러 회계변수와 잠재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 부채비율(Levi,t)을 통제변
수에 포함하였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분기손익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
다. 그 밖에 분기와 연도에 따라 재무자료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기에 대한 더미변수
(Quarteri)와 연도에 대한 더미변수(YRt)를 포함하였다.

UEi,t

=   +   WorkDayi,t +   Sizei,t +   BMi,t +   Levi,t+ Σj   jQuarteri +
Σt   tYRt + εit

식 (3)*

*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 (3)에서 달력요인을 ∆WorkDayi,t로 바꾸어 측정한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가격형성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의 주가변화를 관찰
하였다. 이에 관하여 <Figure 1>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에서 사건 
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   (또는   - ∆  )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사건  가 과대평가되어 가
격이   -   (또는   - ∆  )만큼 움직였다. 바꾸어 말하면, 투자자들이 사건  를      (또는

 ∆  )만큼 과대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후속 정보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균형점에 도달하게
∆ 

된다. 균형점에 도달하였을 때의 기대가격은 E(   )이다. <Figure 1>에서 기간을  가 주가에 반영
되는 기간과 과대평가된 주가가 조정되는 기간으로 구분할 때 주가의 움직임은 반대이다. 따라서
사건  에 대하여 미래의 주가수익률이 음(-)의 값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이 사건  를 과대평가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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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is-pricing and adjustments over time

식 (4)는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모형으로 <Figure 1>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식 (4)의 관심변
수는 달력요인과 분기손익의 변화분의 상호작용변수 WorkDayi,t*UEi,t (또는 ΔWorkDayi,t*UEi,t)이
고, 종속변수는 후속 기간의 주가수익률(Reti+1,t)이다. 귀무가설 2가 기각된다면 식 (4)를 회귀분석
한 결과에서 상호작용변수 WorkDayi,t*UEi,t(또는 ΔWorkDayi,t*UEi,t)의 계수 값이 유의한 음(-)의 값
을 나타낼 것이다.
식 (4)에서 이상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주가변동의 관찰기간은 다음 분기종료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으로 하였다(Collins and Hribar 2000). 중간보고에 해당하는 분기손익은 분기종료일로부터 다
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지며 연차손익에 대한 공시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손익구조변경공시,
잠정이익공시, 주총소집공고일 중 빠른 날인데, 주총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는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 분기종료일까지 대부분의 현재 분기손익의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발생액 이상현상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의 주가변동을 관찰한다.
연구모형 식 (4)에서 통제변수로 주가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기업규모(Sizei,t),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BMi,t)를 포함하였다(Fama and French 1993). Sizei,t는 분
기말 시장가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하였으며, BMi,t는 분기말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시장가
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외에 자본시장에서 과거 주가변동의 추세가 미래 주가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Reti+1,t를 계산하기 직전 6개월의 주가수익률 Momi,t을 추가하
였다(Jegadeesh and Tit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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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0 + β1UEi,t + β2WorkDayi,t*UEi,t + β3WorkDayi,t + β4Sizei,t + β5BMi,t +
β6Momi,t + Σiβ7iQuarteri + Σtβ8YRt + εit

식 (4)*

*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달력요인을 WorkDayi,t과 ∆WorkDayi,t로 측정한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Ⅳ.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Table 3>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인다. 분기영업일수(WorkDayi,t)의 평균값은
61.739일, 표준편차는 1.531일로 나타나 평균 대비 표준편차의 값은 2.48%이다. 분기영업일수가
가장 많았던 분기는 2009년 3분기로 66일이었고, 가장 적었던 분기는 2017년 4분기로 57일이었다.
분기영업일수의 변화분을 나타내는 ΔWorkDayi,t의 평균값은 –0.078일로 나타났는데, 이론적 변
화분의 기댓값 ‘0’에 근접하였다. ΔWorkDayi,t가 가장 작은 값을 보인 분기는 2017년 4분기로 전년
도 같은 분기에 비하여 6영업일이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값을 보인 분기는 2018년 4분기로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하여 5영업일이 증가하였다. 한편, ΔWorkDayi,t의 표준편차는 1.939일로 WorkDayi,t
에 비하여 큰 값을 보였다. 이는 분기영업일수의 변화가 음(-)의 자기상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9)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분기손익 변화분(UEi,t)의 평균값은 –0.001로 이론적 값인 ‘0’과 비슷
하였다. 분기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간의 주가수익률로 계산한 Reti+1,t는 0.064
의 평균값을 보였고, 표준편차는 0.339로 나타났다. 분기종료일의 시가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산한 기업규모(Sizei,t)의 평균은 26.711의 값을 보였다.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BMi,t)는 1.266을
보여 자기자본총액이 시가총액보다 크게 나타났다.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총액으로 나눈 부채비율
(Levi,t)의 평균값은 0.979이며, 표준편차는 1.035이었다. Reti+1,t는 직전 6개월의 주가수익률에 해당
하는 Momi,t의 평균값은 0.062 표준편차는 0.327로 Reti+1,t의 평균값 0.064와 표준편차는 0.339와 비
슷한 데, 이는 두 변수가 모두 6개월의 주가수익률이기 때문이다.

9) 시계열 데이터에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  )의 변화분과 이전 시점(    )의 변화분의 자기상관
계수가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기준시
점(  )의 변화분과 이전 시점(    )의 변화분의 자기상관계수는 –0.5가 된다(Beav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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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td. Dev

Minimum

Median

Maximum

WorkDayi,t

61.739

1.531

57.000

62.000

66.000

∆WorkDayi,t

-0.078

1.939

-6.000

0.000

5.000

UEi,t

-0.001

0.019

-0.064

-0.001

0.064

Reti+1,t

0.064

0.339

-0.521

-0.001

1.547

Sizei,t

26.711

1.442

24.131

26.443

30.944

BMi,t

1.266

0.809

0.136

1.090

4.047

Levi,t

0.979

1.035

0.027

0.692

6.636

Momi,t

0.062

0.327

-0.509

0.000

1.465

변수정의;
WorkDayi,t

= number of working days included in the i quarter of year t;

∆WorkDayi,t

= changes in WorkDayi,t from the same quarter of year t-1;

UEi,t

= changes in net income from the same quarter of year t-1;

Reti+1,t

= buy and hold stock returns during six-month after i+1 quarter end;

Sizei,t

= the natural log of market value at the i quarter of year t;

BMi,t

= book value of equity at the quarter of the prior the i quarter of year t scaled by
market value of equity at the end of the prior the i quarter of year t;

Levi,t

= the value of debts divided by total equity at the i quarter of year t;

Momi,t

= six months compounded return for the six months preceding Rett+1;

<Table 4>는 주요변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달력요인을 나타내는 관심변수인
WorkDayi,t 및 ΔWorkDayi,t는 가설 1에 대한 종속변수인 UEi,t와 모두 1% 미만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인다. 이는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의 변화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분기손익의 변화분을 나타내는 변수 UEi,t와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부터 6개월
의 주가수익률을 나타내는 Reti+1,t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1% 미만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익공시일 이후 잔류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알
려진 바와 같이 기업규모(Sizei,t)는 Reti+1,t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를 나타내는 BMi,t와 Reti+1,t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ama and French 1993). Reti+1,t
와 직전 6개월의 주가수익률을 나타내는 Momi,t는 1% 미만의 유의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 6개월 간격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반전 효과가 모멘텀 효과보다 지
배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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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 Correlation among Variables

WorkDayi,t
∆WorkDayi,t
UEi,t
Reti+1,t
Sizei,t
BMi,t
Levi,t
Momi,t

∆WorkDayi,t

UEi,t

Reti+1,t

Sizei,t

BMi,t

Levi,t

0.641
(0.000)
0.038

0.031

(0.000)

(0.000)

0.086

-0.008

0.029

(0.000)

(-0.201)

(0.000)

-0.020

0.008

-0.014

-0.060

(-0.001)

(0.191)

(-0.018)

(-0.000)

0.074

0.026

-0.002

0.103

-0.073

(0.000)

(0.000)

(-0.726)

(0.000)

(-0.000)

0.004

0.007

-0.000

-0.010

0.130

-0.107

(0.541)

(0.225)

(-0.987)

(-0.092)

(0.000)

(-0.000)

-0.042

-0.094

0.156

-0.021

-0.064

-0.044

-0.03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4.2 회귀분석결과
<Table 5>은 첫 번째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가설은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전년
도 같은 분기와 대비한 분기손익의 변화분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다. 달력요인이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 등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분기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연구모형 식 (3)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관심변수 WorkDayi,t(또는  WorkDayi,t)는 유의한 양(+)의
계수 값(=   )을 보일 것이다.
<Table 5>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보고된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달력요인을 WorkDayi,t와
ΔWorkDayi,t로 측정한 것이다.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WorkDayi,t와 ΔWorkDayi,t의 계수 값은 모두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첫 번째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달력에
의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변화가 기업의 분기손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BMi,t와 Levi,t의 계수 값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Sizei,t는 유의수
준 10% 미만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수익성이 체감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는 Levi,t의 계수
값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레버리지효과는 순익이 증가할 때는 양(+)의 효과로 작용하지
만, 감소할 때는 음(-)의 효과로 작용한다. 따라서 두 효과가 상쇄되어 회귀분석결과에서 Levi,t의 계
수 값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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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endar Effects and Quarterly Unexpected Earnings

Variable

Dep. Var = UEi,t

Dep. Var = UEi,t

1)

Coeff. (t-value)1)

Coeff. (t-value)

Intercept

-0.026

WorkDayi,t

0.042

(-4.26) *

-0.000

(-0.18) *

(4.37) ***

∆WorkDayi,t

0.029
-0.000

BMi,t

0.025

(0.26)

0.025

(0.20)

Levi,t

0.001

(0.20)

0.001

(0.18)

Quarter
Year

(-1.91) **

-0.000

(3.53) ***

Sizei,t

Yes

(-1.93) **

Yes

Yes

Yes

Obs.

28,204

28,204

Adj. R2

1.49%

1.52%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Table 6>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한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연구가설 2는 가설 1의 영
향이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모형 식 (4)에서 상호작용변
수 WorkDayi,t*UEi,t(또는 ΔWorkDayi,t+1 *UEi,t)는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의 변화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식 (4)를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두 번째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WorkDayi,t*UEi,t(또는 Δ
WorkDayi,t+1 *UEi,t)의 계수 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Table 6>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보고된 실증분석결과는 각각 달력요인이 분기손익의 변화
분에 미친 영향을 WorkDayi,t*UEi,t과 ΔWorkDayi,t+1*UEi,t로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회귀분석결
과에서 WorkDayi,t*UEi,t 및 ΔWorkDayi,t+1*UEi,t가 모두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였
다. 귀무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기업규모에 대한 변수 Sizei,t가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였
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본시장에서 투자위험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시장
가치 대비 장부가치를 나타내는 변수 BMi,t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음 분기종료일 이후의 주가
수익률(Reti+1,t)에 대하여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내재한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장부
가치 대비 시장가치는 작기 때문이다(Fama and French 1993). 과거의 주가 변화의 패턴이 주가수
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변수 Momi,t의 계수가 유의한 음(-) 값을 보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에서 6개월의 주기로 주가 변화를 살펴볼 때 반전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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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s-pricing Caused by Calendar Effect

Dep. Var = Reti+1t

Variable

Dep. Var = Reti+1t

1)

Coeff. (t-stats.)1)

Coeff. (t-stats.)

Intercept

0.225

(5.60) ***

0.351

(7.35) ***

UEit

0.505

(4.50) ***

0.647

(5.20) ***

∆WorkDayi,t

0.006

(6.41) ***

∆WorkDayi,t+1*UEi,t

-0.219

(-4.10) ***

-0.011

(-6.55) ***

WorkDayi,t

0.003

(2.60) ***

WorkDayi,t*UEit

-0.284

(-4.31) ***

Sizei,t

-0.010

(-6.70) ***

BMi,t

0.029

(6.02) ***

0.026

(6.01) ***

Momi,t

-0.027

(-4.78) ***

-0.028

(-3.26) ***

Quarter

Yes

Yes

Year

Yes

Yes

28,204

28,204

9.41%

9.43%

Obs.
2

Adj. R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4.3 추가분석
4.3.1 위험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는 달력요인과 분기 재무보고의 상호작용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을 시간-지평(time-horizon)을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시장의 효율성에 관하여 상반된 두 개의 관점
에 따라 <Table 6>의 결과가 각각 위험요인이 반영된 결과와 가격형성오류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학계에서 정점을 이루었지만 1980년대는 이에 대한
반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1990년대에는 효율적 시장가설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재무분야의 연구가 본격화했다(Shiller 2003).10) 본 연구의 추가분석은 앞서 <Table 6>에 보
고한 실증분석결과가 위험요인이 아닌 가격형성오류에 기인하였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분석에서는 주가변동 관찰기간의 시간-지평을 다르게 구분하여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
에 미친 영향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위험요인은 기업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기간에 큰 변화를 보이기 어렵지만, 일시적인 가격형성오류가 주가에 미치는 영
10) 효율적 시장을 둘러싼 오랜 담론과 이와 관련된 상반되는 실증연구를 온전하게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시장가설에서 행동재무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구를 시대별로 검토한
Shiller(2003)의 견해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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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균형을 찾는 과정에 한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Table 6>의 결과가 가격형성오류로 기
인한 것이라면, 식 (4)에서 종속변수의 시간-지평을 <Figure 3>의 Reti+3,t과 같이 바꾼 회귀분석결과
에서 관심변수(WorkDayi,t*UEi,t 또는 ΔWorkDayi,t*UEi,t)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Figure 2> Time-horizon of the pricing related with calendar effects

<Figure 2>는 시간-지평을 구분하여 분기 재무보고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 연구모형 식 (5)의 종속변수 Reti+1,t는 다음 분기종료일(End of Qi,t)로부터 6개월간의 주가수익
률이다. 다음 분기종료일의 주가(   )는 현재 분기 재무보고의 영향이 반영된 이후의 가격으로 달
력요인으로 인한 가격형성오류가 포함한 것이다.   에 포함된 가격오류는 6개월의 기간에 걸쳐
사라지고, 균형가격(      )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균형가격(      )에 도달한 이후부터 Qi,t분
기보고에 포함된 달력요인이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추가분석모형 식 (5)에서 종속변수 Reti+3,t는 현재 분기(Qi,t분기)와 후속되는 두 분기(Qi+1,t분기와
Qi+2,t분기)의 재무정보가 반영된 후의 주가변동이다. 즉, Reti+3,t는 현재 분기로부터 9개월 경과 시
점부터 6개월간의 주가수익률을 뜻한다. 식 (5)에서 관심변수 WorkDayi,t*UEi,t와 통제변수인 기업
규모(Sizei,t),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BMi,t)는 가설 2에 대한 검증모형 식 (4)와 동일하게 하였다.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기업규모(Sizei,t),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BMi,t)는 식 (5)를 회귀분석한 결과
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계수 값을 보이지만 일시적인 성격인 WorkDayi,t*UEi,t는 계수 값은 더 이상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통제변수로 기간을 달리한 모멘텀의 변수 Momi+2,t
와 분기더미와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Reti+3,t

= β0 + β1UEi,t + β2WorkDayi,t*UEi,t + β3WorkDayi,t + β4Sizei,t + β5BMi,t +
β6Momi+2,t + Σjβ7jQuarteri + Σtβ8YRt + ε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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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n Mis-pricing Differencing Time-Horizon

Dep. Var = Reti+3,t

Variable

Dep. Var = Reti+3,t

1)

Coeff. (t-stats.)1)

Coeff. (t-stats.)

Intercept

-0.290

UEi,t

0.835

(-3.36) ***
(0.20)

WorkDayi,t

0.016

(15.25) ***

WorkDayi,t*UEi,t

-0.012

(-0.17)

0.702
0.105

∆WorkDayi,t

0.009

∆WorkDayi,t+1*UEi,t

0.046

Sizei,t

-0.014

(-6.82) ***

-0.014

(11.46) ***
(0.87)

(12.02) ***
(1.05)
(-6.78) ***

BMi,t

0.020

(4.87) ***

0.020

(4.89) ***

Momi+2,t

-0.067

(-7.94) ***

-0.063

(-7.53) ***

Quarter

Yes

Yes

Year

Yes

Yes

28,160

28,160

12.60%

12.30%

Obs.
2

Adj. R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Table 7>은 식 (5)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결과, WorkDayi,t*UEi,t와 ΔWorkDayi,t*UEi,t
의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변수 Sizei,t의 계수 값
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보고된 결과 모두에서 1% 미만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고, BMi,t의 계
수 값은 모두 1% 미만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즉, WorkDayi,t*UEi,t와 ΔWorkDayi,t*UEi,t는
과대평가오류가 사라진 이후부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험요인의 변수(Sizei,t와 BMi,t)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지평을 달리하여도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 (4)와
식 (5)의 관심변수 WorkDayi,t*UEi,t(또는 ΔWorkDayi,t*UEi,t)가 위험요인이 아니라 가격형성오류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달리한 분석
<Table 6>에 보고된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 분기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주가변
화를 관찰하여 가격형성오류를 검증한 것이다. 하지만 분기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
부터 가격형성오류의 소멸로 인한 주가변화의 영향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찰기간이
짧을수록 가격형성오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분기종료일
로부터 30일 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까지의 주가변동을 관찰하는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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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의의를 <Figure 3>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3>에서  축은 가격형성오류의 절댓값을  축은 분기이익 공시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곡선
 는 가격형성오류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한 것이다.  축 위의 구간 
 는
이익공시일로부터 가격형성오류가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 기간이다. 식 (4)에서 실적공시일로부
 라고 할 수 있다.  축 위의 구간 
 는 가
터 다음 분기 분기종료일까지가 <Figure 3>에서 구간 

격형성오류가 소멸하는 기간으로 식 (4)에 다음 분기 분기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라고 볼 수 있다.
<Figure 3> Graph of the Change in Mis-pricing over Time
Pricing Error

   
  
  





  
 
Time

<Figure 3>에서  지점에서 가격형성오류가 최고치를 이루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11) 그
리고 이를 기점으로 주가의 운동 방향이 바뀌며, 시간 경과에 따라 주가변동의 폭이 커진다.
 는 가격오류의 생성과 소멸을 나타낸 것이다. 곡
11) <Figure 3>에서  를 가격형성오류로 하고  를 시간으로 곡선 
 는 가격형성오류(=  )가 자연상수  에 대한 음(-)의 지수함수의 형태로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가격
선
형성오류가 최고치를 지난 소멸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개별 주식별로 다름으로 자본시장 전체로 볼 때는 가격형성오
류가 최고치를 지나고 일정 기간 완만하게 소멸하다가 급격히 소멸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연하
면, 어떤 주식을 가격형성오류가 최고치를 지나서 소멸하기 시작하였지만, 다른 주식은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면, 전체표본으로 볼 때 완만한 형태로 소멸하는 것이다.  에 대하여  승을 한 것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수식에서  가 1보다 작을 때는  값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가 1보다 커지면서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구간은 아래의 수식과 같은 사이클로이드(cycloid) 곡선으로 표현하였
한편, 가격오류의 생성을 나타내는 곡선의 

 의 위아래를 바꾼 다음 A 지점에서 물체
다. 사이클로이드는 최단강하곡선으로 알려져 잇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를 굴리면, B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점을 연결하는 다른 어떤 선을 따라 물체를 굴릴 때보다 짧다(핵심 미
적분학. James Stewart, 경문사. 2016년. p.133 참조). 이처럼 최단 시간에 물체가 구르는 특성은 자본시장에서 정보가
최단 시간에 주가에 반영될수록 투자자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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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서   시점에서   까지 주가변동의 폭은     이지만, 관찰기간을   와   로 연장
하면 주가변화의 폭은 각각     와     로 커진다. <Figure 3>의 그래프로 관찰기간을 다음
분기종료일로부터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과 90영업일로 연장할 때의 식 (4)에 의한 회귀분석한
결과를 예측하면, 주가변동의 관찰기간을 연장할수록 관심변수 WorkDayi,t*UEi,t와 ΔWorkDayi,t*UEi,t
의 계수의 절댓값이 커질 것이다.
<Table 8>은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다음 분기종료일로부터 30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까지
로 다양화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Panel A와 B의 첫 번째 열에 보고된 결과는 다음 분기종료일로부
터 30영업일까지 주가변동을 관찰한 것이다. Panel A와 B의 첫 번째 열에 보고된 회귀분석결과에
서 관심변수 WorkDayi,t*UEi,t의 계수 값은 1% 미만, 관심변수 ΔWorkDayi,t+1*UEi,t 의 계수 값은 10%
미만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Panel A와 B의 두 번째 열에 보고된 결과는 다음 분기종료일
로부터 60영업일까지 주가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WorkDayi,t*UEt과 ΔWorkDayi,t+1*UEi,t
의 계수 값은 모두 1% 미만으로 유의하였다. 세 번째 열 보고한 결과는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다
음 분기 분기종료일로부터 90영업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여기서 관심변수의 유의수준이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 보고된 회귀분석결과에서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다음 분기종료일부터 30영업일
에서 60영업일과 90영업일로 연장할수록 관심변수의 계수 값의 절댓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다음 분기 분기종료일부터 30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까지
로 하였을 때 WorkDayi,t*UEi,t의 계수 값은 각각 -0.097, -0.126, -0.169의 값을, ΔWorkDayi,t*UEi,t의
계수 값은 각각 -0.050, -0.094, -0.185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분기종료일부터 6개월까지의 주가변
화를 관찰한 <Table 6>에서 WorkDayi,t*UEi,t의 계수는 –0.284, ΔWorkDayi,t*UEi,t는–0.219로 다음 분
기종료일로부터 30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까지 주가변화를 종속변수로 할 때보다 계수 값의
절댓값이 크다.12) 이러한 결과는 <Figure 3>에서 주가변화의 관찰기간을   에서   ,   ,   로 늘릴
수록 주가의 움직임이     ,     ,     로 커지는 것과 일치한다.

12) <Table 2>에서 각 분기별 평균영업일수를 보고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분기종료일부터 6개월까지는 120일을 약간 상
회하는 영업일이 경과한 기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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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is-pricing over Various Observation Period

Panel A: Analysis on Mis-pricing over Various Period by WorkDayi,t
Variable
Intercept

Observation Period

Observation Period

Observation Period

= 30 days

= 60 days

= 90 days

-0.353

(-7.09) ***1)

-0.981

(-15.72) ***

-0.349

(-4.40) ***

WorkDayi,t

0.008

(10.95) ***

0.017

(18.06) ***

0.010

(10.17)

WorkDayi,t*UEit

-0.097

(-2.98) ***

-0.126

(-2.97) ***

-0.174

(-2.92) ***

UEit

6.080

(3.03) ***

8.007

(3.06) ***

17.700

(4.48) ***

Sizei,t

-0.004

(-6.04) ***

-0.004

(-4.23) ***

-0.011

(-6.23) ***

BMi,t

0.011

(8.45) ***

0.014

(7.49) ***

0.022

(5.98) ***

Momi,t

-0.034

(-4.98) ***

-0.044

(-5.46) ***

-0.055

(-5.90) ***

Quarter

Yes

Yes

Yes

Year

Yes

Yes

Yes

28,204

28,204

28,204

5.83%

6.24%

9.61%

Obs.
2

Adj. R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Panel B: Analysis on Mis-pricing over Various Period by  WorkDayi,t
Variable

Observation Period

Observation Period

Observation Period

= 30 days

= 60 days

= 90 days

Intercept

0.131

(7.53) ***

0.088

(3.65) ***

0.290

(6.00) ***

∆WorkDayi,t

0.004

(7.60) ***

0.010

(15.17) ***

0.002

(2.13) **

∆WorkDayi,t*UEit

-0.050

(-1.81) *

-0.094

(-2.67) ***

-0.209

(-4.06) ***

UEit

0.103

(1.87) *

0.185

(2.51) **

0.570

(4.61) ***

Sizei,t

-0.004

-0.004

(-4.46) ***

-0.011

(-6.23) ***

(-6.06) ***

BMi,t

0.011

(8.43) ***

0.013

(7.12) ***

0.022

(5.97) ***

Momi,t

-0.032

(-3.79) ***

-0.029

(4.54) ***

-0.054

(-5.83) ***

Quarter

Yes

Yes

Yes

Year

Yes

Yes

Yes

28,204

28,204

28,204

5.64%

6.03%

9.88%

Obs.
Adj. R

2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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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4분기와 다른 분기에 대한 비교분석
본 연구의 추가분석으로 4분기실적에 대한 영업일수의 영향과 다른 분기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4분기 손익은 외부감사를 거친 연차손익의 보고를 의미한다. 외부감사의
과정에서 그동안 반영되지 아니한 손익이 일시에 4분기 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박종찬과 이세중
2020). 그리고 4분기 손익은 이전 분기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익조정의 동기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은정과 백원선 2014). 이와 같은 영향으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차이가 4분기실
적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4분기 표본과 4분기를 제외한 표본으로 구분하여 각각 식
(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여기서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와 이익조정의
영향이 4분기가 아닌 다른 분기에 나타남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가로 분석대상이 되는
분기의 수를 동일하게 하려고 2006년 3분기와 4분기에 속하는 표본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4분기실적에 대한 분석은 6,576개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분석은 20,170
개를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Table 9>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Panel A는 4분기 표
본을 대상으로 달력요인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며, Panel B는 4분기를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달
력요인이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Panel A에 보고된 4분기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에서 관심변수 WorkDayi,t와  WorkDayi,의 계수가 모두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Panel B에 보고된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관심
<Table 9> Calendar Effects and Quarterly Unexpected Earnings

Panel A: Calendar Effect on 4th Quarterly Earnings
Variable

Dep. Var = UEi,t

Dep. Var = UEi,t

Coeff. (t-value)1)

Coeff. (t-value)1)

Intercept

0.085

(0.72)

WorkDayi,t

-0.140

(-0.74)

 WorkDayi,t
Sizei,t

-0.000

(-0.08)

-0.004

(-1.00)

0.035

(0.74)

-0.000

(-0.08)

BMi,t

0.000

(0.01)

0.000

(0.01)

Levi,t

0.000

(1.29)

0.000

(1.29)

Year
Obs.
2

Adj. R

Yes

Yes

6,576

6,576

3.69%

3.69%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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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WorkDayi,t와  WorkDayi,의 계수는 모두 1% 미만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와 이익조정의 동기가 4분기 손익에 대한 영업일수의 영향
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Panel B: Calendar Effect on Quarterly Earnings Except 4th Quarter
Variable

Dep. Var = UEi,t

Dep. Var = UEi,t

1)

Coeff. (t-value)1)

Coeff. (t-value)

Intercept

-0.023

(-3.08) ***

WorkDayi,t

0.041

(3.40) ***

Sizei,t

-0.001

(-2.66) ***

BMi,t

0.000

(0.33)

0.000

(0.29)

Levi,t

0.000

(0.93)

0.000

(0.91)

 WorkDayi,t

Quarter
Year

Yes

0.002

(1.32)

0.027

(3.06) ***

-0.001

(-2.68) ***

Yes

Yes

Yes

Obs.

20,170

20,170

Adj. R2

1.69%

1.23%

1) See <Table 3>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 and *** respectively represent levels of significance at 10%, 5%, and 1%.
3) Statistics are corrected for firm-level clustering(Petersen 2009)

한편, 비경상적인 손익이 일시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력요인이 4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
시킨 원인의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이익으로 비기대이익을 측정하여 추가로 회귀분석하
였다. 비경상적인 손익이 일시에 반영되는 효과가 4분기실적에 대한 달력요인의 영향을 약화시켰
다면 영업일수가 4분기 영업이익의 변화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별도의
<Table>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종속변수를 영업이익의 변화분으로 바꾼 회귀분석결과에서
WorkDayi,t와  WorkDayi,t 모두 5% 미만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외부감사를 거치면
서 비경상적인 손익이 반영되는 효과가 4분기 손익에 대한 영업일수의 영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
는 추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Ⅴ. 결 론
우리는 조업일수의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조업일수는 수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통계에 영향을 미치며, 통계청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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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계절요인과 달력요인을 조정한 경제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의 분기 경영실적도 연도-분기별로 달라지는 영업일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기업의 경영실적을 포함한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우리나라에
서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의 요일이 매년 바뀌며, 추석이 속한 분기가 바뀌는 효과가
있어서 연도-분기별 영업일수의 편차가 커진다. 반면,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요일은
고정하고 날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도-분기별로 영업일수가 매년 비슷
하다. 따라서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연구에 대한 검
토에 의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달력에 따라 달라지는 연도-분기별 영업일수가 분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에서는 달력요인과 분기손
익 변화분의 연관성을 귀무가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영업일수가 거시경제지표의 연관성을 분
석한 경제문헌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달력요인 등을 조정한 경제통계를 별도로 작성한다는 것에
서 달력요인이 분기실적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비경상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러한 영향이 희석될 수도 있다. 특히, 외부감사를 거쳐서
공시되는 4분기실적에서 연관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연구가설에서는 연도-분기별 영
업일수의 차이가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거래에 반영하지는 살펴보았다. 분
기손익을 해석하는 계절적 랜덤워크의 프레임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만, 영업일수의 변
화가 분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달력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손익변화
를 지속성이 있는 초과이익의 변화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분기실적 변화를 과대평가함으로
써 가격형성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증분석결과, 분기영업일수(또는 분기영업일수의 변화분)가 분기손익의 변화분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실적도 영
업일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4분기 손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달력요인이 분
기실적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4분기 손익이 외부감사를 거치며 다른 분기의
실적에 따라 이익조정의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달력요인이 분기실적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분기종
료일로부터 30영업일, 60영업일, 90영업일까지 그리고 6개월의 주가변화를 관찰한 결과에서 일관
되었다. 그리고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변동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 경과에 따
라 소멸한 가격형성오류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분기영업일수와 분기 재무보고의 연관성을 최초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
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소매업, 건설업 등의 업종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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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절조정을 거침
으로 경제통계의 유용성이 향상되는 것에 착안하였지만, 달력요인 이외의 계절요인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연도의 현재와 직전 분기의 손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기
손익을 해석하면 달력요인보다 계절요인의 영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달력요인이 분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는 연구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설 연휴, 여름휴가와 같이 특정 분기에 귀속되는 계절적
요인이 분기손익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분기(  년도  분
기)와 직전분기(  년도    분기)의 재무보고를 분석할 때 유용할 것이다. 셋째, 분기영업일수가 이
익공시일의 주가반응과 이익공시일 이후 잔류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가
능하다.
본 연구는 실물경제의 기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달력요인을 포함한 경제통계에 대한 계절조
정의 개념을 기업의 분기재무보고로 확장한 것이다. 계절조정을 거친 경제통계를 활용함으로써 보
다 정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듯이, 본 연구결과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분기손익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력요인이 기업의 분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 문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달력과 관련한 보고되지 않았던 이상현상을 보고한 것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영업일수에 대한 공시가 분기손익
에 대한 공시에 병행된다면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
과는 회계 감독기관을 넘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당국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 새롭게 공휴일을 지정 또는 제외하는 정책적 판단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운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달력과 회계정보의 연관성에 대한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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