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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장기적인 투자방안보다 단기 매매차익 실현 수단으로 인

식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시장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에 의한 시장조치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투자환경에 따라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

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투자자들의 반응과 행동변화를 통해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관리 조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후로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및 반응
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9개의 기업을 선정(2009년~2014
년)한 후, 국내 주식 관련 소셜 미디어(종목 토론실)로부터 웹 크롤링을 통해 개인들의 메시지를 수집하였
다. 사건 발생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토픽)와 변화추이는 텍스트 클러스터링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 유형을 투자자와 비투자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주식 종목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가 존재하며, 실질심사 대상 선정 전후로 비투자자
유형은 감소하고, 투자자는 시장 참여 유형에 따른 비중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내 제도의 영향을 시간(사건)경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변화를

통해 파악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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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주식시장은 1990년대 이래로 기술적 발전

과 비즈니스 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개인의 직접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었다(Aspara and Tikkanen,

2011).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도 지난 70년 동안 관

련 법률개혁과 기술 변화로 인해 개인 주식거래

투자 환경이 변모되어 왔다(Lee and Synn, 2001).

이용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신속한 상호작용

과 능동적 선택(다양한 정보, 정보전달 채널 및 시

스템에 대한 통제)이 가능해지면서(윤중현, 2013),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등을 보다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Rechenthin et

al., 2013). 이로 인해 주식시장 내 개인들의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가 급증(Aspara and

Tikkanen, 2011)하였고 매매세력 중 개인 투자자들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구맹회와 이윤

선, 2001). 특히,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

의 보급으로 기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달

리 컴퓨터를 매개한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 상

호작용이 일상생활이 되었고(김종기 외, 2012) 소

셜 미디어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또한, 주식 종목 토론실의 이용자들은 주가

변동 기간에 더욱 많은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를

생성하고 제시하며 이를 통한 주가변동 예측도 가

능해졌으며(Antweiler and Frank, 2004), 블로그와

트위터 내 특정 기업의 키워드 노출변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 수익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Kim et al., 2014).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소셜 미

디어 내 이용자들의 메시지 분석을 통해 단순히

정보공유 수단이 아닌 개인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투자자의 투자행위를 이해해 왔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동일한 정보 또는 일부 내

용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적 지각에 따라 예상하

지 못한 주가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1999

년~2000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주가가 비정

상적으로 급등하다 미국 나스닥 시장 붕괴 사건

의 여파로 주가지수가 붕괴된 IT 주식버블을 겪

었다. 이런 현상은 개인들이 외환위기 이후 새로

운 환경변화 상황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류에 따라 군중심리가 작용한

비이성적(irrational) 반응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정부의 무분별한 벤처기업 지원책과 버블 붕괴과

정에서 적절한 대응부재와 맞물려 과열된 시장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수많은 IT 관련 벤

처기업이 파산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

였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불신을

갖고 기업의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형태보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투기적 거래행위(박진우 외,

2008)를 종용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

런 주식시장의 이례현상(anomalies)은 개인 투자

자의 의사결정 형태, 동기요인, 관심 등(Wood

and Zaichkowsky, 2004)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위험 하에서 투자행위는 동태적

(dynamic) 의사결정 행동과 비슷하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상이한 태도로 인해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Wen et al., 2014). 왜냐하면 실

제 사람들은 주관적 심리적 장(field)에서 일어나

는 중요한 사건에만 반응하여 심리적․신체적 영

향(Lewin, 1939; 김정식과 김완석, 2008)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투자환경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시장 내 투자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투자자 보호정책의 역할

을 고찰하고자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환금성과 잔존가치가 거

의 영(0)으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투자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포상과

박진우, 2015)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

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한국증권거래소[KRX] 공시)이라는 부정적

인 내용을 접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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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추후 투자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

히, 개인들은 투자한 주식종목이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때, 현재 어떤 문제에 직

면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

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못하

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권종욱,

2006).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게 되며 직․간접적인 반

응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사회적 단

서(social cue)에 따라 정보를 축소하여 보다 정

확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Fredrickson, 2001). 즉,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내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공황상태

에서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또는 객관적인 평가

를 통한 투자보다 개인적인 열정으로 떠오르는

주식(hot stock)을 매수하는 감정적인 의사결정

을 통해 더욱 손실을 입게 된다(Hirshleifer,

2014). 이처럼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시장의 변동

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일부 변동성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불러오는 미

성숙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Aitken et al., 2014).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식시장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과 영향관계(예: 김유신

외, 2012; Kim et al., 2014)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식시장 관련 관리제도가 시장 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

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시

행이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과 유형의 변화추이를 통해 탐색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금융기관 구조

조정과 자본시장 정비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선진

화 및 효율성을 제고해 왔으며(이명활, 2005), 주

식시장의 경우도 기업 상장 활성화 및 건전성 강

화를 위한 시장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시장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는 상당한 위험 요소에 반응하여 의사결정

을 하게 된다. 즉,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event)는 투자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효과(강경이 외, 2009)로 작용한다. 따라

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자 시장 건전성 및 기업 가치투자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하

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과 유형의 변화

추이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주식시장 내에서 소셜

미디어 분석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 투

자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종목별 세부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므

로 이들의 전반적인 투자행위를 이해시키는데 기

여한다(Hong et al., 2004).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

들이 참여하는 주식종목 토론실 내 메시지를 활

용한 투자자들의 인식 및 투자형태 분석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인

텍스트 마이닝(Yu et al., 2012)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자 유형 및 반응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관리제도(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주식시장 반응(투자자)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 시장에 비해 시가

총액규모의 변동은 높지 않지만 월간거래회전율

이 세계 30개 시장에서 3위로 유동성이 매우 높

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재

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것은 시장 내 투자자들

이 주로 투기 성향의 단기적인 거래행위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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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외부 충격(예: 금융위기)과 급작스런

시장변동에 취약하며 기업의 가치평가를 통한 투

자형태가 아닌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둔 투자지

향(자본시장 연구원, 2009)으로 건전한 투자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 투자

자들은 주식투자 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 내․외부의 위험요소와 급변하는

시장변화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

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 게시판(예: 주식종목 토론

실)에 메시지(게시물)를 입력하거나 탐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고 있다(Antweiler

and Frank, 2004). 이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소비

자들이 자신의 구매목적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

하거나, 구매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심리적 지각위험

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Cox, 1967)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위험 회피적 성향을 지닌 개인 투자자

(민재형과 구기동, 2004)는 주식거래에 따른 손해

의 원인을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신하게 된다(박정윤, 2003). 이와 같은 투

자자의 시장불신을 해소하고자 한국증권거래소는

부실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을 강화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이하,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를 2009년 2월 4일부터 도입․

운영(한국증권거래소, 2013)하여 시장에 대한 건

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질심사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

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실질심사사유

가 발생하면 매매거래 정지 후, 심사대상 해당 여

부를 15일 이내로 결정하며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예: 불성실공시, 중대한 허위기

재․누락,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상

장공시업무해설집, 2013)’에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홍조와 지현미

(2010)의 연구와 한국거래소에 설명되어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주식시장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태혁과 엄철준(1997)은 관리대상종목과 주식수

익률의 연구에서 해당 종목의 월별/일별 수익률

하락과 초과수익율 내용에 따른 손실 증가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밝혔다. 박홍조와 지현미(2010)

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후 기간 내 상장기업

의 회계정보 신뢰성 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

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의적인 이익조정이 감소하여 상승된 회

계정보 투명성이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철(2004)은 관리종목지정사유에

따른 주가수익률 분석을 통해 재무적 사유가 비

재무적 사유에 따라 누적초과수익률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지정 사유에 따라 분류된 특정 집단(하

락 추세형, 부도발생 가능형 등)은 관리종목 지정

일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해당 수익률 변화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에서 다룬 정

책․규제에 따른 주식시장 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성이나 이들의 투

자행위로 인한 역동성을 간과하고 상위수준의 영

향력(예: 주식시장 변동)에 초점을 두어 생태적

오류(ecological fallacy) (Klein and Kozlowski,

2000)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기존연구들은 주식시장 성과지표와 다양한 독립

변수(예: 이용자 감성단어 빈도수, 텍스트 속성)

의 관련성을 통해 상위 수준요인인 주식시장 변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원자적 오류

(atomistic fallacy)를 범할 수 있다(Klein and

Kozlowski,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토픽

(예: 이슈․특성)에 따라 특정 유형 집단으로 구분

하여 개인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 집단을 중

심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상기한 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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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식적

인 조직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결성된 집단은 아니

지만, 사회적 접촉에 대한 필요에 따라 특정 주식

종목 토론실에 투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성된 비공식 집단

(informal group)이며,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모

여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

형태(Robbins and Judge, 2011)이다. 따라서 복잡

한 주식시장 내 변동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 특정 개인의 개별적인 반응이나 영향에

따른 변동성보다 동일한 관심사(토픽)를 가진 개인

투자자 집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간 정의

본 연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같은 시장

관리제도에 의한 개인 투자자 집단의 반응 및

투자유형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를 검색

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을 표본으로 선

정하고 해당기업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텍스트 메

시지)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설정하기 위

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을 사건 구간으로 정

의하고, 표본기업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은 사

건과 사건 전후 구간에서 수행된다. 사건이전 구간

은 사건 발생 3개월 이전이며, 사건이후 구간은 거

래정지 해제 이후 3개월 기간을 의미한다. 자세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1>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

사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이전 구간, 사건 발

생 구간, 사건 이후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구간 조작적 정의
사건이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상적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사건발생 상장적격심사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기간
사건이후 거래정지 이후 정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표 1> 데이터 수집을 위한 분석 기간

2. 군집화(clustering) 기법을 
  이용한 개인 투자자 집단유형 분류
수집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구간별(사건 이전,

사건 발생, 사건 이후 구간) 투자집단 유형을 분

류하기 위해 텍스트 군집화 분석이 수행된다. 군

집화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 군집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텍스트 기반 군집화는 문서

들에서 하나 이상의 범주를 찾는 탐색 과정

(Iwayama and Tokunage, 1995)으로 방대한 정

보를 의미 있는 작은 수의 군집으로 체계화함으

로써 직관적인 방향과 탐색을 제공한다(Hotho et

al., 2003). 특히, 다른 문서 그룹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문서 그룹들에서 집단을 탐색한다

(Decherchi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군집

화를 통해 유사한 메시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

분하여 투자자 집단 유형을 결정한다.

군집화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K-means와

EM(expectation-maximization, 이하 EM) 알고

리즘이 있다. K-Means와 EM은 반복적인 모델

정제 과정을 통해 최적의 군집을 발견한다는 측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K-means가 데이터 간

의 거리를 계산할 때 유클리디안(Euclidean)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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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EM은 통

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최근 텍스트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Hartley(1958)가 처음 제안하고,

Dempster et al.(1977)에 의해 체계화된 EM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EM 알고리즘은 확률 모델에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

대 가능도나 최대 사후확률 가능도를 갖는 변수

를 찾는 방법으로 반복 정제 과정을 통해 기존

의 가능도를 기반으로 더 나은 가능도를 찾는

계산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셜 미디어 텍스트 데이터의 군집화를 위하

여 메시지들로부터 범주를 대표하는 중요 용어

인 자질들을 추출한다. 자질에 대한 점수 계산은

문서를 term vector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하였으며(Pazzani

et al., 1996), 이 척도는 아래 식(1)과 같다.

    ×

       
 log log  

  log


(1)

위 식에서  는 문서 에서 용어 가

나타난 빈도수이며, 는 전체 문서의 수,

는 용어 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를 의미한

다. 용어 가 다른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

나지 않고 문서 에서 많이 나타난다면, 용어 

가 문서 에서 나타나는    값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군집화를 수행할 때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 것인지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Bradley and Fayyad, 1998). 일반적으로

군집화 대상이 되는 분야를 관찰하고 군집화의

목적에 맞는 군집의 개수를 할당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군집들의 비중이 각각 5% 이상일 때

군집화를 종료하는 시행착오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Jiang et al.(2014)의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부터 군집화를 통해 주체들을

분류할 때 사용되었다.

<그림 1>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군집화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주

요 키워드를 투자 또는 비투자 관련 내용에 따

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자/비투자자

집단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요 키워드들에

따른 TF-IDF 계산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단어들의 군집형성을 위

한 자질로 사용되었다.

군집 ID 주요 키워드

1
감사보고서(0.488) 공시(0.405) 적정(0.552) 감사의견(0.623) 거래(0.458)

주주총회(0.604) 시간(0.422) 거절(0.632)

2
무선(0.459) 개발(0.594) 기술(0.516) 삼성(0.518) 세계(0.607) 원천(0.567) 정밀(0.634)

제어(0.636) 충전(0.539)

3
도표(0.543) 거래량(0.490) 매도(0.436) 매수(0.361) 바닥(0.554) 반등(0.576)

세력(0.412) 종가(0.493) 주식(0.324)

4
상장폐지(0.398) 감자(0.567) 관리종목(0.473) 자본잠식(0.545) 적자(0.461)

회사(0.382) 분기(0.558) 실적(0.552) 기업(0.476) 상황(0.544)

5
놈(0.374) 사람(0.446) 오라버니(0.602) 돈(0.465) 성공(0.541) 게시판(0.519)

호구(0.578) 생각(0.468) 공부(0.597)

투자자 집단 성향의 키워드
(정보교환)

비투자자 집단 성향의 키워드

<그림 1> 군집화를 통한 집단 유형 분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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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픽분석을 이용한 구간별 투자집단  
   유형에 따른 반응 분석
토픽분석이란 각 문서에 포함된 용어의 빈도

수에 근거하여 유사 문서를 그룹화한 뒤, 각 그

룹을 대표하는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여 해당 그

룹의 토픽 키워드 집합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하

나의 문서가 여러 그룹, 여러 토픽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군집화와는 차이가 있다. 구간

별 토픽분석 수행을 통해 투자자 유형별 토픽(키

워드)을 추출하고 이들의 반응을 다음 두 단계를

거쳐 분석된다.

첫 번째 단계는 투자 집단 유형에 따른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해당 토픽과 근접한 투자자 집

단 유형을 확률(문서별 근접 군집)에 기반하여

매칭한다. <그림 2>는 토픽분석 결과와 군집을

매칭하여 투자자 집단 성향(예: 투자자, 비투자

자)을 구분하고 그들의 반응과 관심내용을 예시

로 보여주고 있다. 토픽분석을 통해 산출된 키워

드들을 토대로 토픽들을 명명하고 군집과 가장

가까운 문서들의 빈도를 산출하여 군집화로 구

분된 투자자 집단을 관련 토픽과 매칭한다. 예를

들어 토픽 1에 해당하는 집단의 주요 관심사는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이며 투자자 집단으로 구

분된다.

토픽 키워드 토픽명 근접 군집

1 주주, 유전, 회사, 동원, 공시 사업내용 1

2 매수, 물량, 내일, 추가, 개미, 매도, 놈 주가현황 4

3 주식, 세력, 개미, 물량, 놈, 돈, 사람 주가현황 3

4 상장폐지, 주가, 횡령, 심사, 거래정지 주가현황 2

토픽
군집 ID

1 2 3 4
1 653 54 50 17

2 32 113 130 306

3 111 164 386 11

4 140 268 5 0

(a) 토픽별-군집별 문서 빈도

(b) 토픽분석 결과, 군집 매칭

투자자 집단 성향의
반응과 관심내용

<그림 2> 토픽분석 결과와 군집화 매칭을 통한 투자자 집단 구분(예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투자

자 집단의 반응(토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구

간별 토픽분류가 수행된다. 이를 위해 홍진성 외

(2014)가 제시한 문서 범주(카테고리) 분류 방법

론을 활용한다. 그들은 복합주제를 갖는 문서의

다중 범주(카테고리)를 식별하기 위해 직접 수집

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원(original) 카테고리에

다중의 범주(카테고리)를 추가로 식별하여 각각

의 문서에서 다양한 토픽을 분류하는 알고리즘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으로 구

별되어 있는 전체 문서(메시지)에 대한 토픽분석

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각 문서가 해당 토픽에

기여하는 문서-토픽 대응도(Document-Topic

Score, 이하 D-T Score)를 합산하여 토픽-구간

대응도(Topic-Period Score, 이하 T-P Score)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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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No. 구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1 사건이전 2.2 1.7 2.7 2.3

2 사건이전 2.9 2.7 2.1 2.5

3 사건발생 2.7 1.7 2.2 2.1

4 사건발생 2.1 2.8 2.7 2.9

5 사건이후 3.1 2.6 3.0 3.1

6 사건이후 1.0 2.2 1.8 1.9

토픽 1 
기여도

토픽 2 
기여도

토픽 3 
기여도

토픽 4 
기여도

1 0 1 1

1 1 0 0

1 0 1 0

0 1 0 1

1 0 0 1

0 1 0 1

문서 No. 구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1 사건이전 2.2 0 2.7 2.3

2 사건이전 2.9 2.7 0 0

3 사건발생 2.7 0 2.2 0

4 사건발생 0 2.8 0 2.9

5 사건이후 3.1 0 0 3.1

6 사건이후 0 2.2 0 1.9

<그림 3> D-T score 산출 및 T-P Score 산출 과정(예시)

<그림 3>의 하단 테이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토픽은 문서를 통해 여러 구간과 관련을 맺

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토픽 1은 문

서 1과 문서 2를 통해 “사건이전” 구간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서 3과 문서 5를 통해 각각 ”사

건발생”, “사건이후” 구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

토픽 1은 세 가지 구간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관련성은 D-T Score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결되

는 문서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P Score를 산출하는 식은 아래와 같

다.

    

   

(2)

단, 는 전체 문서 중 원래 구간이 인 문

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3>에 나타난 D-T Score에

서, 토픽 1을 통해 “사건이전” 구간과 관련성을

갖는 문서는 문서 1과 문서 2가 있다. 따라서 식

(2)에 의해 아래와 같은 T-P Score(= 5.1)가 계

산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개 토픽과 3개 구간과의

대응도를 산출하며, 그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5>는 산출된 T-P Score를 이용하여

구간에 따른 토픽 변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사건과 사건 전후의 토

픽 변화를 개인 투자자 집단별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별 T-P Score를 산

출하여 사건과 사건전후의 개인 투자자 집단의

토픽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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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No. 구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1 사건이전 2.2 0 2.7 2.3

2 사건이전 2.9 2.7 0 0

3 사건발생 2.7 0 2.2 0

4 사건발생 0 2.8 0 2.9

5 사건이후 3.1 0 0 3.1

6 사건이후 0 2.2 0 1.9

구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사건이전 5.1 2.7 2.7 2.3

사건발생 2.7 2.8 2.2 2.9

사건이후 3.1 2.2 0.0 5.0

∑

<그림 4> T-P Score 산출(예시)

0

1

2

3

4

5

6

사건이전 사건발생 사건이후

투자자 토픽 1 토픽 2 비투자자 토픽 3 토픽 4

투자자 집단의 토픽

비투자자 집단의 토픽

<그림 5> 시간에 따른 토픽 변화(예시)

Ⅳ. 실증분석
1. 종목 선정 및 데이터 수집
실증분석에 사용될 종목 선정을 위해 한국 거

래소 전자공시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을 모두 조사한 결과

총 89개의 대상기업이 추출되었다. 분석 대상 기

업선정을 위해 거래정지 기간이 2~3일과 같이

너무 짧은 종목, 거래정지가 해제되지 않은 종목,

메시지 개수 1,000개 미만인 종목 등은 분석 대

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 총 9개의 종목이

분석 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기업

에 대한 시장 참여자인 개인 투자자의 반응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증권

종목 토론실 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게재한 글

을 특정 기업, 기간 기준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주식 종목 토론실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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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커뮤니

케이션 및 주가 정보를 제공하는 팍스넷 사이트

에서 JAVA Programing을 이용하여 취합하였다.

수집 데이터셋은 날짜, 시간, 제목, 내용, 댓글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 시 불

필요한 데이터 삭제 및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를

위해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HTML, 스크립트 언어, 특수기호(□,

▲, ○, ※, !, ?, @, #, $, %, ^ ,̂ ㅠㅠ, ㅜㅜ, &,

*)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재인용된 신문기사 및

객관적 재무제표, 인용 텍스트뿐만 아니라 유사

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동적 메시지

를 담고 있는 소위 “도배글”도 제거한 후, 최종

적으로 부산대학교와 (주)나라인포테크가 공동

개발하여 프리웨어로 사용 가능한 한국어 맞춤

법/문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맞춤법 검토를 수행

하였다.

<표 2>는 대상기업과 그들의 상장적격성 실

질심사 지정 사유, 그리고 소셜 미디어 메시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No. 대상기업명 지정사유
메시지(단어) 개수

사건이전 사건발생 사건이후 합계

1 한진피앤씨 횡령, 배임협의발생 1,250
(101,140)

1,217
(156,830)

3,583
(259,590)

6,050
(517,560)

2 영남제분 횡령, 배임협의발생
1,349
(180,028)

233
(54,895)

358
(36,923)

1,940
(271,846)

3 정원엔시스 횡령, 배임협의발생
997

(133,813)
151
(30,556)

232
(27,583)

1,380
(191,952)

4 피에스엠씨 횡령, 배임협의발생 235
(31,342)

888
(156,988)

495
(63,439)

1,618
(251,769)

5 와이디온라인 회계처리위반 667
(26,287)

155
(9,820)

378
(18,362)

1,200
(54,469)

6 플레이위드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자기자본 50%
초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300
(7,143)

205
(9,742)

1,265
(47,622)

1,770
(64,507)

7 오성엘에스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자기자본 50%
초과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6214
(331,981)

921
(55,487)

2,395
(106,032)

9,530
(493,500)

8 와이즈파워
최근 4사업연도연속영업손실발생,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발생

560
(57,310)

369
(53,538)

1,011
(113,632)

1,940
(224,480)

9 엘에너지
소액공모공시서류에상기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재무제표를사용의사유
460
(22,035)

472
(38,839)

498
(26,887)

1,430
(87,761)

<표 2> 대상기업명 및 지정사유와 메시지 정보

<그림 6>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

되고 있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해 거래정

지 이후 주식거래가 재개된 두 종목의 주가 흐

름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7개 종목의 그래프

는 부록 I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a)>의 경

우 실질심사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그림 6(b)>의 경우는 심사 이후 주

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실질심사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 및

투자주체 유형(예: 투자자, 비투자자)을 시간의

흐름과 주가 추세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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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정지 이후 상승 종목(한진피앤씨) (b) 거래정지 이후 하락 종목(와이즈파워)

 58,000

 2,058,000

 4,058,000

 6,058,000

 8,058,000

 10,058,000

 12,058,000

 14,058,000

 16,058,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거래량 종가

사건이전 구간 사건발생 구간 사건이후 구간

 500

 5,000,500

 10,000,500

 15,000,500

 20,000,500

 25,000,500

 30,000,500

 35,000,500

 40,000,500

 45,000,500

 150

 350

 550

 750

 950

 1,150

 1,350

거래량 종가

사건이전 구간 사건발생 구간 사건이후 구간

<그림 6> 대상기업 주가 추세

2. 개인 투자자 집단 유형 분류
본 연구는 개인 투자자 집단 유형을 투자자ㆍ

비투자자로 구분하였으며, 투자자 집단의 경우

기업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

정 주체로써 시장 참여 유형에 따른 기업의 주

가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자 집단을 세분

화하였다. 이를 위해 Zimbra et al., (2015)가 제

시한 개인 투자자 집단 분류체계를 참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 집단의 세부적 분

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기업분석

집단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정절벽, 이익증가 등

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로 게시하는 유형이다. 둘

째는 정보교환 집단으로 뉴스, 기사, 보고서 등

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주식거래 집단으로 거래, 매수, 매도 등과 관련

된 메시지들을 게시하는 유형이며, 주식분석 집

단은 거래량, 물량, 주식가격 등에 대한 메시지

들을 게시하는 유형이다. 끝으로 재무분석 집단

은 매출, 영업이익, 흑자 등의 메시지들을 주로

게시하는 유형이다. 반면 비투자자 집단은

Antweiler and Frank(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이즈 거래자(noise trader) 중에서 대상기업이

나 주가와 무관한 메시지를 게시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3>과 부록 II는 대상기업의 전체기간(사

건이전, 사건발생, 사건이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한진피앤씨의 경우, 총 4개의 개인 투자자 집단

으로 군집화 되었지만 기업분석(29.46%)과 주식

거래(52.14%), 정보교환(18.40%)와 같이 3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특히, 주식거래 집단은 세부적

으로 상이한 하위 유형이 존재하지만 동일한 유

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소셜 미디어

의 내용을 기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

석한 결과이며, 이러한 접근은 전체기간 내에 존

재하는 모든 참여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을 살펴보기 위해 문서 범주분류 방법론을 활용

하여 토픽분석을 통해 추출된 집단들의 토픽을

문서(메시지)와 대응하여 기간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집단의 구간별 변화추이를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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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진피앤씨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개발 그룹 동원 매각 사업 유전 인수 주가 주주 지분 29.46% 기업분석
2 상장폐지 거래정지 배임 세력 심사 주식 횡령 종목 하한가 매도 23.28% 주식거래
3 개미 거부 관리종목 놈 대박 물량 상한가 성공 유상증자 28.86% 주식분석
4 거래 거래량 동전 매도 매수 시초가 종가 추가 18.40% 주식거래

(b) 와이즈파워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감사보고서 공시 적정 감사의견 거래 주주총회 시간 거절 10.74% 정보교환
2 놈 사람 오라버니 돈 성공 게시판 호구 생각 공부 22.02% 비투자자
3 도표 거래량 매도 매수 바닥 반등 세력 종가 주식 28.23% 주식거래
4 상장폐지 감자 관리종목 자본잠식 적자 회사 분기 실적 기업 상황 22.17% 재무분석
5 무선 개발 기술 삼성 세계 원천 정밀 제어 충전 16.84% 기업분석

<표 3> 대상기업 개인 투자자 집단 유형 분류 결과

3. 구간별 개인 투자자 집단 및 관심사  
  변화
<표 4>와 부록 III은 구간으로 구별되어 있는

전체 문서에 대한 토픽분석을 수행하고 근접군

집과 매칭하여 개인 투자자 집단에 따른 관심사

(토픽)를 보여주고 있다. (a) 한진피앤씨의 경우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동일한 유형인 주식거

래는 거래현황, 거래주체의 관심사를 통해 상이

한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군집 내에서도 상이한 관심사를 가지는

투자자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b) 와이즈파

워의 경우 주식거래(거래주체), 기업분석(회사현

황), 정보교환(투자위험), 기업분석(사업내용)과

같은 개인 투자자 유형과 비투자자 유형이 존재

하였다. 비투자자 유형은 놈, 돈, 사람, 주식과 같

이 기업 및 시장 등의 내용과 관련 없는 관심사

들을 주로 표현하였다.

(a) 한진피앤씨
토픽
No.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1 주주유전회사동원공시 기업분석 회사현황 1 84.37 6.98 6.46 2.20
2 매수물량추가개미매도놈 주식거래 거래현황 4 5.51 19.45 22.38 52.67
3 주식세력개미물량놈돈사람 주식거래 거래주체 2 16.52 57.44 24.40 1.64

4
상장폐지주가횡령심사종목거래정지

공시회사배임
주식거래 거래위험 2 33.90 64.89 1.21 0.00

(b) 와이즈파워
토픽
No.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5
1 매수매도개미주식물량세력하락종목 주식거래 거래주체 3 0.32 12.97 70.57 9.18 6.96

<표 4> 대상기업의 개인 투자자 집단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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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주식시장 충격에 대

한 개인 투자자 집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유형의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그림 7>에서

보여주고 있다. (a) 한진피앤씨의 경우 실질심사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것과

매칭하여 기업분석 집단의 회사현황, 주식거래

집단의 거래현황, 주식거래 집단의 거래주체에

대한 관심사가 상승하였으며, 주식거래 집단의

거래위험 관심사는 기간별로 변동이 미약하였다.

(b) 와이즈파워의 경우, 재무분석 집단의 거래위

험 관심사는 다른 집단들의 관심사에 비해 변동

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한진피앤씨 (b) 와이즈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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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구간별 개인 투자자 집단(관심사)의 비중(%) 변화

사건 전후의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과 유형(예:

투자자, 비투자자)의 비중 변화추이를 분석함으

로써 개인들의 특성, 행동 및 인식은 하나로 통

합되지 않으며,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변화한다

(Klein and Kozlowski, 2000)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기

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분석 및 처리능

력에 비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전욱, 2008).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의 경제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보다 이들을 보호하

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

된다(최승재, 2008).

도표

2
무선탄소나노튜브충전기술원천하반기

세계삼성
기업분석 회사현황 5 0.00 0.00 0.80 1.60 97.60

3
상장폐지주식회사공시주주종목

관리종목개미적자
재무분석 거래위험 4 2.58 3.09 11.34 69.59 13.40

4 놈돈사람주식 비투자자 노이즈 2 0.70 60.14 23.78 11.89 3.50
5 회사기술탄소나노튜브 기업분석 사업내용 5 6.10 3.76 2.35 25.35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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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식시장 내 시장 조치가 개인 투

자자 집단의 투자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 집단

의 반응 및 유형의 변화추이를 탐색하였다. 종목

토론실에 게재된 개인들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이들의 주요 반응과 관심사를 토대로 투자자 집

단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 내 단

어 빈도수나 품사를 통합하여 주식시장 영향 관

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

는 시스템 내 의사결정자인 개인 투자자의 행위

와 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주

식 종목토론실(게시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토대로 인지적 판단과 행동을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Dweck et al., 1995). 이런 의미에

서 텍스트는 현실 세계에서 정보를 표현하고 전

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소리나 그림이 담지

못하는 풍부한 정보를 포함(Witten et al., 2004)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는 집단지성의 한

형태로 충분한 정보와 적절한 연구 설계가 된다

면 설문과 여론조사와 같이 분산된 정보 추출

방법보다 현실사회(real-world)의 결과를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내 이용

자들은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천명환, 2012) 많은 사용자 커

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높은 분산과 거

대한 크기가 확보된다면 특정 결과에 대한 구체

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다(Asur and Huberman, 2010). 따라

서 본 연구의 주식 종목토론실(게시판)을 활용한

접근은 실제 주식시장 내 변화를 파악하는데 적

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장조치(상장적격성 실질심

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기 위해 주식 종목토론실(게시판)의 사용자 메시

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전후

로 투자자 집단과 시장 참여 유형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런 접근은 특정 주식종목 내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존재하여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분류를 통해 시장변화의 예

측(예: 주가변동, 거래량 등)이 가능하다(Jiang et

al., 2014; Zimbra et al., 2015)는 선행연구의 주

장과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

의 공시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등의 부정

적인 내용을 접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투자

자 집단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복잡성

(complexity)이 증가하면서 금융규제기관이 시장

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

고,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투자자들

이 존재하며 이들은 시장 참여자(market

players)로써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식가

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Szado, 2011) 기업의 투자가치 제고를 위한 건

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투자환경 변화추이를 개인 투자자 집

단의 반응변화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하여 분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시장관리제도 외에 주식시장 내 주기적으로 발

생하는 기업의 실적발표(earnings announce-

ment), 사업변동 등에 따른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과 반응변화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이 특정 거래기간 동

안에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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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해당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

의 일반적인 투자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다. 특히, 금융시장의 위험 하에서 투자행위는

동태적(dynamic) 의사결정 행동과 유사하며, 투

자자의 위험에 대한 상이한 태도로 인해 의사결

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Wen et al.(2014)의

주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시장 환경 내 변화요

인에 따른 개인 투자자 반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 조치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개인 투자자

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 사람들의 감성(sentiment)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로 확장될 수 있다(Gilbert and

Karahalios, 2010). 최근 연구자들은 투자자의 의

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주식시장 변화를 예측

하기 위해 주식시장 내 사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감성 유형이나 투자자의 성격으로 분류

하고 있다(Das and Chen, 2007; 김영민 외,

2014; 조국행과 이재은, 2008). 따라서 향후 연구

는 개인 투자자 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투자성향을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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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대상기업 주가추세

(a) 영남제분 (d) 오성엘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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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개인 투자자 집단 유형

(a) 영남제분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상장폐지 거래정지 배임 실질 심사 횡령 여부 기회 내용 거래 12.54% 주식거래
2 개미 거래량 매수 물량 세력 종목 주가 주식 악재 16.90% 주식분석
3 기업 네티즌 불매 영남제분 운동 회장 쓰레기 국민 사회 28.34% 비투자자
4 검사 놈 돈 변호사 사건 사람 사위 의사 인간 세상 25.36% 비투자자
5 검찰 밀가루 수색 압수 청부 회사 살인 허위 여대생 혐의 16.85% 비투자자

(b) 와이디온라인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영향 대응 입장 자진 주식거래 게임 반기보고서 신규 오류 매출 12.13% 재무분석
2 놈 새끼 개미 개자식 종목 매수 물량 공매도 거래량 금융감독원 30.20% 주식분석
3 잡주 조심 기대 대박 세력 미래에셋 바닥 전쟁 입장 8.91% 주식거래
4 개새 거래정지 상장폐지 거래 걱정 발표 가능성 실적 공시 주담 22.77% 주식거래
5 불가 천원 반대 기존 대박 비중 거래소 기회 3.47% 비투자자
6 유상증자 인수 마스터 흑자 모바일 콜옵션 게임주 게임 22.52% 주식분석

(c) 플레이위드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주식 대박 상한가 목표가 세력 시간 게임주 감사 하수 종목 21.00% 주식분석
2 상장폐지 감자 주주 유상증자 가격 거래정지 회사 감자전 배정 대주주 24.43% 주식분석
3 인수 시작 상한 주가 매수 판단 매집 상승 생각 21.79% 주식거래
4 물량 관리종목 거래량 종가 거래 자본잠식 수익 사람 해소 16.91% 주식분석
5 온라인 개발 게임 매출 모바일 출시 퍼블리싱 신작 서비스 지분 15.86% 기업분석

(d) 오성엘에스티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감자 공시 단가 시간 종가 평균 하한가 세력 26.79% 주식분석
2 가격 기업 물량 별도 보관 사업 상승 전환 태양광 한국실리콘 20.18% 기업분석
3 개미 놈 단타 돈 매도 매수 사람 회사 동호회 주주 26.95% 주식거래
4 거래정지 관리종목 도표 상장폐지 신주인수권 연속 종목 주식 자본잠식 26.08% 주식분석

(e) 엘에너지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거래소 과거 정지 오일 재개 대표이사 거래 정진 대기업 8.72% 정보교환
2 중부 발전 입찰 남부 서부 바이오중유 중유 석유 바이오 납품 13.39% 기업분석
3 에어 계약 시장 연료 경쟁력 이익 우리나라 문제 규모 투자 13.98% 정보교환
4 거래량 매수 세력 매도 종목 종가 호재 상한가 조정 정진 21.17% 주식거래
5 장난 주식 거래재개 돈 안티 배정 주주 느낌 27.98% 주식분석
6 상장폐지 심사 회계처리 실질 대상 공시 매매 문상 사유 정지 14.75%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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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정원엔시스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거부 투자 메시아 대장 폭락 테마주 느낌 사람 금요일 시간 21.29% 비투자자
2 장하성 공동 교수 국민 기자 민주당 서울시 신당 위원장 23.54% 비투자자
3 게시판 매수 종가 종목 주식 주주 물량 개미 놈 30.12% 주식거래
4 비트 상장폐지 공시 금액 대상 대주주 실질 심사 회사 회수 25.05% 정보교환

(g) 피에스엠씨

군집 ID 기술 용어 비중 유형
1 상장폐지 심사 실질심사 대상 결정 코스닥 여부 가능성 기업 결과 10.88% 정보교환
2 회사 기업 이익 영업이익 노조 흑자 감사 경영 공시 회계 19.70% 재무분석
3 매수 주가 추가 매도 저가 상승 손절매 가격 관리 8.73% 주식거래
4 배임 횡령 검찰 감사보고서 조사 분식회계 수사 분식 결과 회계 8.08% 정보교환
5 유상증자 배정 거래소 잡주 제삼자 결정 재개 주당 거래재개 정보 9.09% 주식분석
6 경영권 관리종목 지분 종목 대주주 최대 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유상증자 13.03% 주식분석
7 개미 거래량 물량 세력 주식 달인 상한가 시간 개인 22.13% 주식거래
8 쥐포 게시판 종목 노조 회사 호재 이유 흑자 8.37%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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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개인 투자자 집단의 관심사

(a) 영남제분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 군집 비중(%)

1 2 3 4
1 밀가루 주가 회장 회사 비투자자 사업내용 3 7.79 7.36 71.00 13.85
2 상장폐지 횡령 배임 심사 거래정지 주식거래 거래위험 1 71.04 4.07 19.00 5.88
3 주식 주가 기업 세력 개미 돈 종목 주주 주식분석 거래주체 2 5.70 42.98 32.02 19.30

4
회장 돈 사건 살인 검찰 놈 의사 청부 횡령
사모님 진단서 검사 배임

비투자자 기업위험 4 9.80 0.00 31.43 58.78

5
주주 쓰레기 살인 밀가루 놈 인간 상장폐지
회사 돈 사람

비투자자 투자위험 4 10.81 2.70 35.14 51.35

(b) 와이디온라인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5 6
1 바닥잡주주식 주식거래 거래위험 3 4.26 0.00 72.34 2.13 0.00 21.28

2
주가 종목 개미 물량 콜옵션 매수 공매도 조작 손실
저점 계좌 손절매 모습 하락 차트 수익 바닥 회사
유상증자매도

주식분석 거래주체 2 0.00 61.29 0.00 9.68 0.00 29.03

3 비트코인거래불가 주식분석 거래위험 2 0.00 56.25 0.00 6.25 0.00 37.50

4
게임 모바일 매출 실적 헌터 영업이익 소울 출시 주
가 회사 순위 게임빌 마스터 예정 국내 게임주 오픈
인기순인수흑자

주식분석 사업내용 6 27.78 0.00 2.78 8.33 2.78 58.33

5
놈 주식 개자식 새끼 회사 쓰레기 상장폐지 금융감
독원주주주담세력물량개미개인사기꾼

주식분석 사업내용 2 0.00 84.62 2.56 10.26 0.00 2.56

6
상장폐지 거래정지 거래 심사 예당 공시 실질 과거
가능성 주주 사항 걱정 실적 회사 코스닥 조치 오류
반기보고서부탁

주식거래 투자위험 4 7.14 0.00 7.14 80.95 0.00 4.76

(c) 플레이위드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5

1 상장폐지주식회사거래량 주식분석 거래위험 2 5.77 82.69 0.00 9.62 1.92
2 게임온라인대박개발회사모바일신작 기업분석 사업내용 5 14.06 3.13 4.69 0.00 78.13
3 물량개미매수사람상한가 주식분석 거래현황 4 15.94 10.14 27.54 39.13 7.25
4 감자유상증자자본잠식주주배정 주식분석 투자위험 2 5.26 84.21 3.51 1.75 5.26
5 주주주식거래투자 주식분석 주가현황 1 37.21 27.91 6.98 24.42 3.49

(d) 오성엘에스티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1 주식개미돈세력회사놈감자상장폐지 주식분석 거래위험 4 4.94 14.66 37.50 42.90
2 매수개미물량매도놈 주식거래 거래현황 3 7.09 28.19 62.68 2.05
3 태양광상장폐지감자종목회사 주식분석 사업내용 4 8.17 31.16 6.13 54.53
4 주식종가 주식분석 주식현황 1 50.29 10.02 7.13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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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엘에너지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5

1
바이오 중유 발전 중부 입찰 에너지 서부 납품 발전용 업체 사업 시범 생
산지정 원료공급 공기업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산업 신재생에너지발전
용바이오중유생산자공사지역난방정유사참여실자연료자원공장

기업분석 사업내용 2 4.08 71.43 20.41 4.08 0.00

2
상장폐지 거래재개 심사 실질 거래 공시 회사 정지 대상 거래정지 회계처
리과태료회계매매대표이사걱정기업사항여부사유내용

주식분석 거래위험 5 28.57 3.57 7.14 17.86 42.86

3 에어주주주식거래정지입찰주가대박 정보교환 투자위험 3 4.48 26.87 61.19 2.99 4.48

4
종목 매수 거래주가 상한가 주주 세력투자 주식물량경고종가생각개
미거래량상승호재 회사거래정지 유상증자매도 배정축하마감월요일
정진저가가격추가돈움직임

주식거래 거래현황 4 2.04 2.04 2.04 77.55 16.33

5
공시 환경 문제 시장 매출 계약 투자 중국 휘발성 영업 이익 연료 에어
염두이익친환경영업해결 개발우리나라 선점 가격수익경쟁력공시가
가격경쟁력가능성

정보교환 사업내용 3 0.00 31.82 63.64 0.00 4.55

6 입찰발전개미공시서부중부물량낙찰거래재개안티주가세력 기업분석 사업내용 2 1.41 57.75 9.86 15.49 15.49

(f) 정원엔시스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
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1
의원정치신당추진위원장창당민주당국민정책기자위원회공동서울시
후보교수출마무소속장하성고려대네트워크새정치추진

비투자자 노이즈 2 2.25 97.75 0.00 0.00

2
상장폐지 횡령 회사 심사 금액 회수 결과 실질 대상 주주 여부 공시 대주
주조사적격성과장직원경영진거래결정돈경찰사건

정보교환 거래위험 4 0.96 0.00 0.96 98.08

3 비트코인가격테마주거래보안 정보교환 투자위험 4 4.00 2.00 2.00 92.00

4
종목주가주식세력물량개미사물주주매수놈인터넷장하성게시판하락사람흐름
대장수익시장월요일쓰레기경제매도테마민주화종가돈시간

주식거래 거래주체 3 11.41 11.41 65.77 11.41

(g) 피에스엠씨

토픽
ID

키워드 유형 토픽
군집
ID

근접군집비중(%)
1 2 3 4 5 6 7 8

1 주식세력달인놈사람 주식거래 거래주체 7 5.95 8.33 2.98 1.19 5.95 11.31 60.12 4.17

2
심사상장폐지여부대상결정심의코스닥적격성규정실
질심사제조기업거래소결과시장사유

정보교환 거래위험 1 66.92 9.77 2.26 4.51 9.02 5.26 0.00 2.26

3 회사주주 정보교환 기업현황 8 7.73 23.76 0.00 2.76 3.31 10.50 4.42 47.51

4
주주지분대주주회사경영진최대주가소액주주심사경
영권경영매수주식주주님주주총회카페최대주주공시

주식분석 기업현황 6 9.79 24.23 7.73 0.52 12.37 36.60 4.12 4.64

5
매수종목물량놈거래추가매도공시시간상장폐지관
리종목거래량상한가

주식거래 거래현황 3 3.31 3.97 35.10 1.99 0.66 19.87 31.13 3.97

6
공시횡령영업이익해당기업여부내용경영분식회계회
계감사보고서배임감사대주주주가경영진시장사유흑
자제조코스닥검찰재무결과

재무분석 재무현황 2 6.50 44.72 5.69 21.95 4.88 13.82 1.63 0.81

7
상장폐지회사 노조놈 문제거래소횡령 분식검찰 거래
배임조사결과금융감독원

재무분석 기업위험 2 27.44 33.49 0.47 16.28 6.98 6.05 3.72 5.58

8
개미물량주가 세력시간 생각거래량게시판노조 호재
사람돈문제대주주회사

주식거래 주가현황 7 2.31 6.92 12.31 0.77 0.00 16.15 55.38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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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개인 투자자 변화 추이

(a) 영남제분 (d) 오성엘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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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stock market management and social media†

- Analyzing the types of individual investor and topic -

Kim, Jung-Su*․Lee, Suk-Jun**

In the Korea stock market, individual investors have perceived stock as short arbitrage

investment, not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In order to reinforce stock market transparency and

soundness, it is important to enforce the measures for stock market management. Especially, stock

market event caused by financial policy can be given individual investors negative information

regarding a stock trading. Thus, it is a need for investigating whether comprehensive review of

listing eligibility is influenced on individual investors’ responses and stock behaviors in respect of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such stock market management and

transitional aspect of individual investors’ trading types and response on the based of pre- and

post-event occurrence. Using an dataset of user‘s text messages on 9 firms posted on the

firm-based social media (i.e., Naver, Daum, Paxnet) over the period 2009 to 2014. And we

performed text-clustering and topic modeling according to keywords for classifying into investors

group and non-investors groups and two types of investors were categorized depending on main

topic transition by event windows in Comprehensive review of listing eligibi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variety of stockholders existed in the stock. And the ratio of

non-investors group was on the decrease,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investors group

veer onto the side of pre-pattern after comprehensive review of listing eligibility. A distinctive

feature of our study is to explain the influence of stock market management on response changes

of individual investors as well as to categorize in accordance with time progression. Implications an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omprehensive review of listing eligibility,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group, Social media, Text-clustering,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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