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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발생액이 기업가치평가
오류에 미치는 영향†
조 장 연*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Valuation Error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가 기업의 내재가치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
하고, 기업의 본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가치평가오류로 정의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가치평가
오류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대표적인
기회주의적인 행태인 이익조정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잘못 평가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분석이 전무한 가운데 경영자의 행태와 가치평가 오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Ⅰ. 서론1)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엔론사태 이후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익조정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내 기업의 주가 저
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익조작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러한 불
투명한 회계를 야기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인한 것이 가장 큰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유일 수 있다. Hunt et al.(1995)은 이
익평준화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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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는데, 이익평준화 현상이 클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대표

록 주식시장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받음

적인 기회주의적인 행태인 이익조정으

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송인만, 이

로 말미암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

용호(1997)도 이익평준화 현상의 정보

서 잘못 평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효과를 분석하면서 재량적 발생액, 특별

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이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실 등이 이익평

자본시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존

준화의 주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과 주

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오류에 영

식시장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전무

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한 가운데 경영자의 행태와 가치평가 오

구의 결과를 재해석 한다면, 경영자는

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이익평준화를 위하여 기업의 보고이익

갖는다 하겠다.

을 조정 혹은 조작할 가능성이 크며 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

는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다. 제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수 있다.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을 살펴보고 제 Ⅲ장에서는 연구모

는 것은 그 기업이 본질가치 보다 높게

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 Ⅳ장에서는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이러한 현 상황에 맞춰 본 연구에서는

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가 기업의 내재가
치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이익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조정 행위를 Kothari et al.(2005)모형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하고,

기업고유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

Rhodes-Kropf et al.(2005)(이하 RKRV)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체계적

에 의한 가치평가 오류를 통하여 기업의

위험이 결정한다는(Sharpe, 1964; Lintner,

본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산출하

1965) 자본자산가격결정 모형(Capital

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Asset Pricing Model; CAPM)의 가정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재

같이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기업고유위

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가치평가 오류

험(firm specific risk)은 투자자의 가격결

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어 경

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기

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기업의 가치를

업규모효과(Size effect; Banz, 1981), 시

과대평가하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장과잉반응(Market Overreaction; Debo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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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ler, 1985), 주가표류현상(Post-

결국 기업의 회계정보는 사업의 본질

earnings announcemetn drift; Ball and

적 특성과 영업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

Brown, 1968; Bernard and Thomas, 1990)

으며,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하

등 효율적자본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여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려

Hypothesis; EMH)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는 목적으로 발생액을 활용하는 경우에

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회계이익의 정보 유용성은 저하되게 된

효율적시장 가설이 타당하지 않다면 현

다(Warfield et al., 1995; Dechow, 1994).

재 기업의 주가는 내재가치(intrinsic val-

이러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ue, fundamental value)와 일치하지 않게

설정한다.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은

된다.

정보효율성(information efficiency)의 저

회계정보는 현 주가에 독립적으로 내
재가치에 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으며

하를 가져옴에 따라 기업의 내재가치 측
정에 오류를 가져올 것이다.

(Lee, 2001), 이러한 기업의 내재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영향은 크

연구가설 : 회계정보의 질(재량적발생

다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이 효율적이라

액의 절대값)이 낮은(높은) 기업일수

면 회계정보인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록 가치평가오류는 커질 것이다.

의 특성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
다. 즉 투자자들이 발생액과 영업현금흐
름의 예측가능성, 지속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의사결
정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발생액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객관적인 지속성이 투자자들이 기업을

Ⅲ. 연구모형
1. 변수의 측정
1.1 재량적발생액

평가할 때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고 있

본 연구에서는 DeFond and Jiambalvo

는 시장이상현상을 발견하였다. 발생액

(1994), Subramanyam(1996)와 유사하게

의 시장이상현상(accrual anomaly)에 대

횡단면 추정방식을 이용해 재량적발생액

하여 Sloan(1996)은 투자자들은 보고이

을 측정한다. 즉, 표준 산업코드를 이용하

익에 대하여 기능적 고착화 현상을 보여

여 11개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수정 Jones

서, 미래 주가에 발생액과 현금흐름의

모형에 총자산이익률(  )을 추가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Kothari et al.(2005)모형으로 비재량적

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발생액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t년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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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i의 총 발생액에서 산업별로 추정된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재량적발생액의

기업 i의 비재량적발생액을 차감하여 재

절댓값(   )이 클수록 기회주의적 이

량적발생액을 측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익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

재량적발생액에 절댓값을 취한 값을 경

므로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   )이

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

큰 기업은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기업일

(   )로 사용한다.

수 있으며 따라서 가치평가 오류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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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기업 i의 t년도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

1.2 가치평가오류(Valuation
Error)의 계산
Fama and French(1992)는 기업의 시
장가치대 장부가치(Market-to-Book, M/B)
비율이 주식수익률에 대해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M/B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하여 가장

  = 기업 i의 t년도 총 발생액으로 당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월별 수익률을 보

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

이는 것은 낮은 M/B그룹에 속한 주식이

 

을 차감하여 산출함
= 기업 i의 t년도 매출액에서 t-1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아니면 M/B
비율이 균형기대수익률을 결정하는 위

 

년도의 매출액을 차감한 값
= 기업 i의 t년도 매출채권에서
t-1년도의 매출채권을 차감한

다. 또한 Penman(1996)과 Fairfield(1994)

값
기업
i의 t-1년도 총자산
=

   
  = 기업 i의 t년도 당기순이익을

험요인의 대용치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
는 M/B비율은 미래이익 수준의 지표라
는 이론적 설명과 함께 실증결과를 제시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한 총자

하고 있다. 즉, M/B비율은 장부가치와

산이익률

시장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속성은 가치평가오류와 기업의 성장성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   )은 일

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

반적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

구에서 M/B비율을 그 연구목적에 적합

한 대리변수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

시켜 가치평가오류 측정치로 한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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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성장성의 지표로 한정하여 사용

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기업의 현행 시

되어 연구 결과의 진정한 결과를 보여주

장가치(market value)는 그 내재가치(in-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rinsic value)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Rhodes-

Kropf et al.(2005)(이하 RKRV)는 시장
가치대 장부가치비율(Market-to-book ra-

tio)을 기업고유속성에 따른 평가오류(firm

음의 식 (2)와 같이 변형시킬 수 있을 것
이다.
 ≡  × 

specific error, 이하 FSE),1) 시계열 속성

여기서, M : 시장가치(Market value)

에 따른 오류(time-series sector error, 이

B : 순장부가치(Book value)

하 TSSE)와 미래 투자기회가치(long-run

V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2)

value-to-book, 이하 LRVTB)로 구분하
고 있다.
위 세 가지 구성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

위 식 (2)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아래의
식 (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가치대 장부
가치(M/B)비율에서 시장이 비효율적이

   ≡       

(3)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 것을 표시
1) Rhodes-Kropf et al.(2005)에서는 기업고유속
성에 따른 가치평가오류(firm specific error)
를 기업의 내재가치와 현재 주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가치평가 모형
일지라도 진실된 내재가치는 계산 할 수 없
으며 따라서 RKRV(2005)의 모형을 이용하
여 계산된 내재가치 또한 추정된 내재가치
일 수밖에 없다. 연구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RKRV(2005) 뿐
만 아니라 RIM(잔여이익 모형) 등 다른 가치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야 하나 RIM의 경우 애널리스트의 이익예
측치를 미래 초과이익으로 사용하며, 자본비
용과 성장률의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내재가치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3∼6개
월 이내의 애널리스트의 합의된 예측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은 애널리스트 분석보
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가 존
재한다. 실제 RIM을 사용할 경우 많은 유상
증자 기업이 표본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RKRV(2005)를 사용
하였다.

하기 위하여 소문자로 표기함.
만약 시장이 (1)미래 성장기회, (2)할
인율, (3)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m-v)는 영(0)이 될 것이다. 만일
위 세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추정
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m-v)는 영(0)이
아닌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m-v)는
시장가대장부가치(M/B)비율의 구성요
소 중 하나로 가치평가오류(valuation er-

ror, mis-valuation)을 의미하게 된다. 개
별 기업 i가 t시점과 j산업에 속하며, 기
업의 내재가치 v는 기업 고유 회계정보
  와 회계정보가 기업 내재가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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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강도(  )가 선형 함수를 이룬다

이용하여     ,     를 추정하

고 가정한다. 다시  를 동일 시점의 영

였으며, 이중 순자산가치(b)와 부채비율

향과 장기간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구분된

(LEV)을 추가한 3번째 모형에서 설명력

다면,  는  와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장 높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번

즉, 다음의 식 (4)와 같이 기업의 시장가

째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

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는 세 가지 구성요

며, 이는 식 (5)와 같다.

소로 구분될 수 있게 된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등 이익수치들과

        는 현행 시장가치와 개

자기자본 장부가치는 기업의 기본적 가

별 기업의 회계정보를 동일 시점의 산업

치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별 회계 배수에 적용시킨 추정된 내재가

의 요약정보로서 기업의 주식가치와 높은

치의 차이로 계산되며, 이는 개별 기업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lson,

고유 오류(FSE)가 된다.     

1995, Feltham and Ohlson, 1995). 그러

  는 동일 시점의 산업별 회계 배수를

나 순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음

적용시킨 추정된 내재가치와 장기간에

(-)의 순이익이 주가와 갖는 관계가 양

걸쳐 측정된 산업별 회계배수를 적용시

(+)의 순이익이 주가와 갖는 관계와 체

킨 내재가치의 차이로 시계열 속성에 따

계적으로 다르다(Hayn, 1995; Collins et

른 오류(TSSE)를 뜻하게 된다. 마지막

al., 1997). 따라서 이 차이를 고려하기 위

구성요소인      는 장기간에 걸

해 순손실더미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다.

쳐 측정된 산업별 회계배수를 적용시킨

Barth et al.(1998)은 재무건정성이 나쁜

내재가치와 순장부가치의 차이(LRVTB)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외자산이 적은 산

로 이는 M/B비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업일수록 이익보다 순자산가액이 기업

중 미래 투자기회(혹은 성장성)를 나타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

내는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주고 있어 기업의 자본구조가 기업가치

               



(4)

                    
TSSE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해주기 위
하여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고려한 부채

FSE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LRVTB

RKRV(2005)에서는 3가지의 모형을

비율을 포함시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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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로그를 취한 값

연도-산업별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행하

NI: 당기순이익(억 원)

 를 산출한 후 5개년도의
고 각 연도별 

b: 순장부가치(억 원)에 자연로

 를 계산한다. 따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를 취한 값

I(<0): 당기순손실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당기순손실을 보
고하면 1, 아니면 0)

LEV: 시장가치기준 부채비율
( 부채총계/(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부채총계)

라서    는 장기간 산업별로 측정
된 회계정보가 내재가치에 미치는 강도를
반영한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게 된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의 식 (7)과 같다.
 



          
            

(7)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재가치(v) 추



      
   


정을 위해 표준 산업코드를 이용하여 전
체 상장기업을 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
스닥시장)별로 각각 11개의 산업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식 (6)에 따라 2004년
도부터 2009년까지 연도-산업별로 횡단
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식의 계수
 )를 각각 추정한다. 그 다음 개별 기
(
 에 대입하
업의 회계특성치를 추정된 

여    를 계산하며, 이는 동일시점
의 산업별 회계정보를 반영한 기업의 내
재가치 추정치가 된다.
         
   
   
   
   
  

배수를 식 (7)에 대응시켜 추정된 내재
가치를 차감하여 FSE를 계산한다. 본 연
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때문에 M/B비율의 3가지 구성요소
중 FSE(firm specific error)를 주요 변수
로 산정하고 분석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


   
     
    


      


현 주가에서 동일 시점의 산업별 회계


   

FSE(firm specific error)를 기업 고유 특
성에 따른 기업가치평가 오류로 정의하
고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가치평가 오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 식 (6)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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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의미하며,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

• 연구모형
        

간과 재고자산 평균회수기간의 합계에

      

로그를 취하여 계산하였다. Cheng and

         

Pike(2003)는 신용거래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수단이며, 새로운 고객을 끌어
들이고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신용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독립변수이

거래 조건을 변경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 FSE와 FSE의 절대값이 종속변수가

기업이 신용거래를 확대할 경우 미래 현

된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주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특성요인을

결국 영업주기가 긴 기업일수록 회계이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익특성들은 기

익을 이용한 가치평가시 미래예측 능력

업의 사업구조와 영업환경에 의해 발생

이 저하되고 따라서 가치평가 오류를 야

한 선천적인 요인(innate factor)과 경영자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재량적 요인(dis-

업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영업주기(Oper-

cretionary factor)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cycle)를 선정하였다. Kothari et al.(2002)

하지만 회계이익의 정보위험은 선천적인

은 연구개발 지출과 유형자산 지출이 모

요인이 아닌 재량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두 미래이익의 변동성에 양(+)의 관련성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에 제시된

이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출이 유형자

회계정보가 기업의 본질적 사업 내용과

산지출보다 미래이익 변동성에 더 높은

영업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하고 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결정 할 수 있지만, 경영자의 재량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비율(Cap_

선택이 반영된 경우에는 회계정보 사용

Intensity)과 무형자산비율(Int_Intensity)

으로부터 역선택 비용이 발생할 위험을

을 선천적인 요인으로 선정하여 통제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특성에 내포

수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체계

된 경영자의 재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회

적 위험을 나타내는 BETA와 기업의 자

계정보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본구조 및 위험을 의미하는 지표인 부채

따라 회계정보를 의사결정에 차별적으

비율(LEV),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Size

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변수,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

구에서는 이익특성에 포함된 선천적 요

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

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

자본시장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

로 추가하였다. 먼저 Opercycle은 영업

장은 그 상장요건과 특성이 다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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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장의 구분을 나타

과 가장 높은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분석

내는 MD와 산업과 연도를 통제하기 위

한다. 재량적발생액(AbsDA)이 낮은 집

한 IND와 YD 더미변수를 포함한다.

단, 즉 회계정보의 질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치평가오류와 그 절대값이 각각 0.0300,

3. 표본의 선정

0.4373이였으며,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0.1487, 0.4973의 값을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

나타내어 가장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표본 수는 유가증권시장 4,372개 기업,

절대값으로 측정한 회계정보의 질이 낮

코스닥시장 5,438개 기업으로 총 9,810

을 경우 가치평가 오류가 증가한다는 것

개이다.

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

각 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FnGuide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의

에서 제공하는 Data Guide 5를 이용하

결과는 단변량 분석의 결과이므로 가치

여 회계정보와 주가자료를 획득하였으

평가오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 중 서열값

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도 이러한 결과

과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대해서

가 산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표본 수를 축소하지 않고 극단치로 인

<표 2>는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종

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

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나

±3σ 이내에서 그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타낸다. 먼저 가치평가 오류를 나타내는

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부여하는 winso-

FSE의 평균값은 0.0726, 중위수는 0.0352

riz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며, 그 절대값의 평균값은 0.4605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재량적발생액의 절
대값은 평균값이 0.0848이였으나 최대

Ⅳ. 실증분석 결과

값이 4.2237로 나타나 개별기업별로 그
편차가 상당히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

먼저 다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

업주기를 나타내는 OperCycle은 평균값

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수준에 따

이 4.4842, Beta는 0.8133, 무형자산비율

라 가치평가오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Intensity) 0.0452, 유형자산비율(CAPin-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4분위수로 구

tensity) 0.1699, 부채비율(LEV) 1.2418,

분한 후 이익 특성 값이 가장 낮은 집단

수익성비율(ROA) 0.0269, 기업규모(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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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량적 발생액 수준에 따른 가치평가오류의 차이검증
AbsDA Quartile
Component

Low

2

3

High

FSE

0.0300

0.0538

0.0535

0.1487

-7.01

Abs_FSE

0.4373

0.4443

0.4576

0.4973

-5.63***

주)

***

,

**

Difference
***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 기술통계
Variable

Mean

Min

Median

Max

Std

FSE

0.0726

-2.2124

0.0352

2.9985

0.5859

AbsFSE

0.4605

0.0000

0.3766

2.9985

0.3694

AbsDA

0.0848

0.0000

0.0521

4.2237

0.1302

OperCycle

4.4842

-0.1863

4.7446

9.8632

1.3104

Beta

0.8133

-0.7914

0.7999

2.3748

0.4083

Intensity

0.0452

-0.0312

0.0169

10.7804

0.1591

CAPintensity

0.1699

-1.0169

0.1389

1.2360

0.1391

LEV

1.2418

0.0012

0.7323

141.1628

3.5051

ROA

0.0269

-1.2853

0.0381

0.8706

0.1135

Size

7.0360

1.5905

6.7551

13.8848

1.4309

MD

0.5715

0.0000

1.0000

1.0000

0.4949

주) 변수의 정의
FSE = t년도 기업 i의 가치평가오류. RKRV(2005)의 3번째 모형으로 추정된 동일시점,
동일산업의 회계배수를 적용시켜 계산한 수치.

AbsFSE = FSE의 절대값
AbsDA = t년도 기업 i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수정 Jones 모형에 ROA를 추가한 모형을
연도-산업별 횡단면분석을 통해 산출함(DeFond and Jiambalvo 1994;
Subramanyam 1996; Kothari et al., 2005).
Opercycle = 영업주기를 의미하며,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과 재고자산 평균 회수기간의
합계에 로그를 취하여 계산함.
BETA = 기업 i의 t년도 동안에 일별수익률과 시장지수수익률 간의 베타계수.
Int_Intensity = t-1년의 무형자산비율을 의미하며, 개별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측정함.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비용처리된 연구개발비와 자본화된 연구개발비의 합계)
Cap_Intensity = t-1년의 유형자산비율을 의미하며, 총자산에 대한 순유형자산의 비율로 계산함.
(여기서, 순유형자산 = 유형자산계-토지-건설중인자산)
LEV = 기업 i의 t-1년도 말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ROA

기업 i의 t-1년도 말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Size = 기업 i의 t-1년도 말의 기업규모로서 자산총계(억 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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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0을 나타낸다.

대적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각 변수들간의 피어슨 상관

<표 4>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가

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종속변수인 FSE

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와 AbsFSE에 모든 독립변수들이 유의한

을 통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왼쪽 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는 가치평가오류(FSE)를 종속변

구체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Abs

수로 한 결과이며, 오른쪽 열의 결과는

DA), Beta, 무형자산비율(Intensity), 부채

FSE에 절댓값을 취한 AbsFSE를 종속변

비율(LEV), 기업규모(Size), 시장더미(MD)

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FSE를 종

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영업주

속변수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AbsDA

기(OperCycle)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

는 1% 유의수준에서 0.337의 회귀계수

타낸다. 특이한 점은 유형자산비율(CAP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이

intensity)와 수익성비율(ROA)는 FSE와

작을수록 가치평가오류가 작아짐을 의

그 절대값에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

미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

한 결과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익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치평가오류의

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실질적인 의미는 기업의 내재가치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낮은 이

현재가치가 일탈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익수치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FSE 뿐만 아니라 FSE에

접근하면서 본질가치와 시장가치간의 절

절댓값을 취한 AbsFSE를 종속변수로 한

<표 3> 상관관계
Variable

(1)

(2)

(3)

(1)FSE

1.000

(2)AbsFSE

0.297

(3)AbsDA

0.080 *** 0.083 *** 1.000

(4)OperCycle

***

(4)

0.059

***

(5)Beta

0.223

(6)Intensity

0.027 *** 0.019 *

0.066

0.241

***

(9)ROA

0.050

***

(10)Size

0.150 *** 0.004 *

(11)MD

0.010

**

(7)

(8)

(9)

(10)

(11)

1.000
***

0.016

1.000

0.027 *** -0.032 *** 0.056 *** 1.000

(7)CAPintensity 0.121 *** -0.027 *** -0.118 *** 0.016
(8)LEV

(6)

1.000

-0.013 *** -0.027 *** -0.001
***

(5)

0.210

***

-0.084

***

0.029

***

0.061

***

-0.186

***

-0.041 *** -0.087 *** 1.000

0.036

***

-0.107

***

0.005

-0.009

-0.004

-0.105

0.038
***

***

1.000

0.097 *** -0.142 *** 1.000

-0.168 *** -0.085 *** 0.089 *** -0.097 *** 0.214 *** 0.010
0.175
*

주) 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냄. ,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

**

-0.016

,

***

0.189

***

0.110

***

-0.137

***

-0.024

0.317 *** 1.000
**

-0.138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0.563

***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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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FSE

구 분

Coef.

상수항

-0.884

AbsDA

0.337

Opercycle

-0.009



  



종속변수: AbsFSE

T-value

Coef.

T-vale

***

0.242

6.373***

8.102***

0.153

5.216***

-16.451

-2.013**

-2.766***

0.038

3.874***
0.560

Beta

0.275

Intensity

0.126

3.774***

0.013

0.343

8.310

***

-0.078

-2.684***

27.678

***

0.021

19.967***

CAPint

19.608

-0.009

***

LEV1

0.042

ROA

0.318

6.282***

-0.184

-5.160***

Size

0.075

14.904***

0.016

4.591***

0.117

***

0.026

2.631***

MD

8.466

ID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

27.156***

0.253

0.064

F-value

130.664

Adj. R2
주)

***

**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FSE와 유

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주가의 과

사하게 AbsDA는 0.153의 유의한 회귀

대평가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의미

계수 값을 보인다. 즉 기업의 이익조정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

행위를 기업가치평 오류에 양의 영향을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도 기업가치를 훼

미치는 것 이외에도 그 절대적인 차이도

손시키기 보다는 이를 부풀리려는 행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판단

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결과

된다. 그러나 FSE 모형과 AbsFSE 모형

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판

2

의 F-value와 Adj R 를 살펴보면 그 값

단된다. 그 밖에 기업가치평가 오류에

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기업의 체계적

다. FSE 모형이 AbsFSE 모형에 비하여

위험(Beta)과 부채비율(LEV)이 높으면

설명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치평가 오류가 커지는 결과를 나타낸

글로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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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

사용하였으며, 가치평가 오류에 영향을

록 가치평가 오류가 커진다는 것으로 기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기업의 재무환경

업이 부담하는 재무레버리지의 영향으

과 영업환경, 시장환경을 나타내는 다양

로 미래 영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 변수를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연구

자본시장이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데에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경영자의 발생

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액의 통한 이익조정 행태는 기업의 가치

것이다. 또한 MD 변수는 양(+)의 유의

를 과대평가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

한 값을 나타내어 코스닥 기업일수록 가

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회계투명성이

치평가 오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확보되어야 자본시장의 비이상적인 주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현상 등으로 인한

가흐름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결과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 산정시 회계

지출이나 유형자산지출도 기업의 가치

품질을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

를 과대평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시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

있음을 확인하였다.

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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