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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랜드 가치의 기업 재무 측면을 보고자 국가

랜드 경쟁력지수 (NBCI)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비 융 상장 기업을

상으로 랜드 가치가 유동성경로를 통해 차입능력을 향상

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랜드 가치는 미래 흐름 유동

성 신용평가등 에 향력이 없었고 부채비율에서도 유의한 인

과 계는 없었지만 랜드 가치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그

효과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이자비용부담이 큰

기업에서는 랜드 가치가 부채비율에 미치는 향의 유의성이 향

상되었지만 시장가치를 고려한 부채비율은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

종합해 보면 랜드 가치는 기존 연구에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기

업 가치에 양의 향력을 보여주지만 기업 부채비율에는 그 향력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랜드 가치, 흐름 유동성,신용평가,부채비율

학번:201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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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 동기 목

기업에게 있어서 랜드 자산은 비 회계성 지표이지만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때문에 기

업들은 다양한 마 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랜드 가

치를 높이고 있다.이에 마 학과에서는 기업들이 랜드 가치를

높이기 해 필요한 략 마 활동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왔다.더불어, 랜드 가치 측정 기업의 수익성 과

주식 수익률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랜드 가치의 요성을 심으로 진행

되어 왔다.하지만 랜드 가치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이에 Larkin(2013)은 무형자산

의 하나인 랜드 가치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유의한 양의 향력이

있다고 밝혔다.미국에서는 랜드 가치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

정에 향을 주어 기업의 흐름 유동성을 여주고 기업이 직

면하게 되는 재무 마찰을 감소시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arkin(2013)의 연구 방법론을 참고하여 국

내 상장 기업을 상으로 랜드 가치와 기업 부채비율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제 1장에서는 선행 연구

연구 가설에 하여,그리고 제 2장에서는 연구자료 표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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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에 해서 설명 하고 있다.제 3장에서는 체 표본과 부

표본으로 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제 4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며 연구의 한계 연구의 의미를 검토하 다.

제 2 선행 연구

Blindtest에서는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맛있다고 한다.1)하지만

미국의 음료 시장 문지 Beverage-Digest의 2012년 Beverage

DigestFactBook에 의하면 코카콜라의 시장 유율은 42%로 펩시

의 수치 28%를 매우 앞서고 있다. 한, 로벌 랜드 컨설 그룹

인터 랜드의 BestGlobalBrand조사 결과2)2000년부터 2013년까

지 코카콜라는 1 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처럼 랜드는 다양한

제품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다.때문에

기업들은 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기 해 연구하며 다양한 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랜드 가치와 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고 이는 주로 마 학계에서 다루어져 왔다.

SimonandSullivan.(1993)은 재무 근 방법을 이용하여 랜

드 가치를 측정하 다.기업의 시가 총액이 랜드 순 가치, 랜드

를 제외한 무형자산의 가치,유형 자산의 가치로 구성됨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업종별 회귀분석을 통해 랜드와 무 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통해 랜드 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

1)<<선택의 과학>>리드 몬터규

2)

http://www.interbrand.com/ko/best-global-brands/2013/Best-Global-Brands-20

1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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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Barthetal.(1998)은 로벌 랜드 컨설 그룹 인터 랜드의

방법을 사용한 랜드 가치 평가액 자료를 이용하여 랜드 가치가

주가 주식 수익률에 양의 향을 다고 밝혔다. 한 랜드 가

치는 랜드 자산 재무 분석가의 이익 측을 고려한 주식 가격

상승에도 유의한 설명력이 있음을 보 다.

박문기(2001)는 Simonetal(993)의 랜드 자산 모형을 활용하

여 랜드 가치가 주가에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 다.그 결과

랜드 자산이 기업의 과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임을 밝

혔다. 한,국내의 eventstudy를 통해 랜드라는 무형 자산의 존

재를 확인하며 기업 기치증진에 요한 요인임을 보 다.

김은 외 (2012)는 한국 능률 회 컨설 (KMAC)의

K-BPI(KoreaBrandPowerIndex)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랜드

가치와 기업이익 기업 가치의 계를 알아보았다.2000년부터

2005년까지 랜드 측정치를 가진 모든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 랜드 자산이 기업 이익과 기업 가치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태(2009)는 의 K-BPI자료를 사용

하여 랜드 지수의 구성 요소 ‘비 보조 인지도’와 ‘선호도’변수

가 주식의 과 수익률에 있어 유의한 정 요소임을 보 다.

랜드 가치는 무형자산으로 측정이 어려워 재무 지표로의 사

용에 한계 을 가지고 있지만 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랜드 가치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 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랜드 가치가 기업가치가 아닌 기업의 재무 구조에 미치는 향에

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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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Larkin(2013)의 연구가설을 참조하 다.

Larkin(2013)은 미국 랜드 지수 자료 (BrandAssetValuator)를

가지고 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마찰이 낮아지고 차

입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기 해 흐름 유동성,신용평가 등

,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제 3 의 연구가설 에서는 우선 랜드 랜드 가치에 한

정의, 국내 랜드 지수 자료에 하여 설명하려 한다.그 뒤,

랜드 가치와 흐름 유동성의 계,이를 통한 랜드 가치와 부

채비율의 계에 하여 정리해보려 한다.

A. 랜드의 정의

미국 마 학회 (AMA)의 정의3)에 의하면 랜드란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 시키는

이름,디자인,심볼 등을 총칭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즉, 랜드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결정짓는 요 요인이기도 하다.때문에

랜드의 선호도 여부는 소비자- 랜드 계 형성을 통해 구매로 이

어지게 된다.

김재일 외 (2002)는 국내 20 소비자등을 상으로 상학 면

3) http://www.marketingpower.com/_layouts/Dictionar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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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phenomenologicalinterviewing)을 통해 Fournier(1998)가 밝힌

소비자- 랜드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즉,소비자들은

랜드를 통해 자아 형성을 실 하며 의미 있는 트 계가 구축

됨이 검증되었다.

B. 랜드 가치의 정의

미국 마 회 (AMA)의 정의에 의하면 랜드 가치란 소비

자들에게 좋게 인식된 랜드를 가지게 됨으로서 기업이 얻게 되는

추가 의 가치이며 단순한 상표나 로고를 넘어서 랜드 인지

도,신뢰도, 이미지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기업에게 있어 랜

드 가치는 무형자산의 일부이며 그 향력이 무한하다.하지만 무형

자산의 특성상 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한계 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랜드 자산 가치 모형이나 고 선

비,혹은 사설 기 에서 만든 소비자 랜드 지수로서 그 가치를

측정하 다.

C. 랜드 지수-NBCI

본 연구에서는 랜드 가치의 수치화를 하여 랜드 경 센

터에서 발표하는 NBCI( 랜드 경쟁력 지수)를 사용하려 한다.국내

랜드 지수로는 한국 표 회의 KS-PBI( 리미엄 랜드 지수)

와 한국능률 회컨설 의 K-BPI(한국 산업의 랜드 워)가 있다.

설문 조사 실시 기 에 따라 조사 방법,표본 선정 결과 발표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개체 수 확보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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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근에 제약을 고려해 랜드 경 센터의 NBCI(국가 랜드 경

쟁력 지수)를 사용하 다.일반 으로 마 학계의 연구 논문에서

는 K-BPI를 사용하여 랜드 가치를 연구하 는데 NBCI를 사용하

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4)

NBCI는 국내 랜드를 상으로 소비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랜드 인지도, 랜드 이미지 계구축의 가 치 합을 100 으

로 환산한 지수이다 조사 상은 비 내구재,내구재 서비스 별

총 40개의 제품군이며 각 제품군당 시장 유율을 바탕으로 최고 5

개 랜드를 정한다.지수 산출 결과는 매년 3~4월(내구재 비내

구재),9~10월(서비스)에 각각 1회씩 총 2회 조선일보를 통해 발표되

며 랜드 경 센터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 랜드 가치와 흐름 유동성

제품에 한 소비자의 인식 과 선호도는 랜드 가치를 형성하

게 된다.이 게 형성된 랜드 가치는 소비자의 재 구매 의사 결정

에 향을 미치게 된다.StarrandRubinson(1978)와 Doddset

al.(1991)에 의하면 특정 제품에 한 소비자의 정 태도는 재 구

매 확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낮춘다고 밝혔다.

장형유(2006)는 서비스 산업을 상으로 살펴본 결과 랜드 선호도

4)김은 ,조성표 (2012),“ 랜드 자산과 연구 개발자산의 기업가치 련성”에서

는 K-BPI자료를 사용하여 랜드 자산이 기업 가치에 양의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NBCI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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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의 지속 구매에 유의한 직 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용만(2002)는 특정 올림픽 스폰서 기업의 매장 5개의 소비자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에 한 랜드 태도가 정 일수록 재

구매 의도가 높아짐을 보 다.

이유재 외 (2006)는 고객 만족 지수 자료(NCSI)를 사용하여 고

객의 만족도가 기업의 수익성 기업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혔고 이유재 외 (2007)의 추가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가

재 구매 의도와 구 의도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혔다.고객

만족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랜드 지수 측정에 포함된 항목임을

고려해 볼 때 랜드 가치 역시 소배자의 재 구매 의도를 높이는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

비자의 랜드 인식이 좋아질수록 재구매가 이루어져 기업의 미래

수익의 흐름이 안정 이게 되며 흐름의 유동성 한 낮아지게

된다고 상된다.

가설 1: 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흐름 유동성이 낮아진다.

E. 랜드 가치와 신용등

랜드 가치가 안정 인 미래의 흐름을 형성한다면 이는

수익 발생 시 배당을 지 하는 주식이 아닌 일정한 이자 지 을 원

칙으로 하는 회사채의 등 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Langohretal(2008)에 의하면 S&P은 신용등 평가 시 재무 상태

표상에는 없지만 기업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밝

혔다.김태정 외 (2003)와 나 외 (2002)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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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3사를 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비 재무 정보사용 시

신용평가의 측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고 기업의 특성 산업

성향 지표가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인수 외

(2012)의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가 클수록 신용평가가 호 되는 유

의한 결과를 얻었고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고객만족도 역시 무형자산의 한 종류이며 랜드 가치

와의 상 성 한 클 것으로 상된다.때문에 의 국내 연구 결과

를 토 로 무형자산인 랜드 가치가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임을 고려한다면 랜드 가치로 인한 흐름 유동성 개선은 신용

등 상승으로 반 될 것으로 상된다.

가설 2: 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신용 평가 등 이 상승한다.

F. 흐름 유동성과 부채비율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랜드 인식이 기업의 재무 정책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다. 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안정 인 흐

름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산의 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때문

에 랜드 가치는 기업의 차입 능력을 증가시키게 된다.기존의 부

채비율에 한 연구는 과거의 재무 지표를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측 하 다.김창배 외 (2004)에 의하면 과거 수익성,유동자산은

부채비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랜드

가치가 미래 기업의 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과거 수익성

유동성 련 지표들로 측한 부채비율을 추가 으로 증가시키

는데 향을 끼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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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

본 연구는 의 세 가지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첫째,소비

자의 랜드 인식이 제품 선택에 향을 미친다면 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에서 흐름 유동성이 낮아지게 될 것 이다.둘째,

랜드 가치가 기업의 미래 험성에 한 추가 인 정보를 포함한다

면 이는 기업의 채권 신용 평가 상승을 가져 올 것이다.셋째, 랜

드 가치가 높이 평가된 기업은 재무 마찰이 낮다는 것이 성립 되

므로 부채비율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

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흐름 유동성,신용평가 등 ,부채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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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자료 연구 방법

제 1 자료 표본

본 연구의 분석 상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기업 가운

데 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심 기업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을 상

으로 하 다. 융업의 경우 부채비율에 한 회계자료가 없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 다.

표본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랜드가치

자료와 회계자료의 한계 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랜드 가치 자

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제공되지만 랜드 가치와 흐름

유동성의 계를 보기 해서는 (t+1)년과 (t+2)년의 EBITDA 표

편차가 종속변수,t년의 랜드 가치 척도가 독립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랜드 가치자료를 사용하 고 해

당 연도의 기업들이 표본에 선정되었다.회계 자료는 2012년 12월분

까지 포함하 다.

랜드 가치 측정 척도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랜드 경 센터

에서 발표하는 NBCI(국가 랜드경쟁력 지수)를 사용하 으며 2004

년부터 2010년까지의 랜드 지수를 상으로 하 다.

기업 회계 정보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Dataguide서비스를 통

해 다운받았다. 랜드와 해당 랜드가 속한 기업의 계를 면 하

게 보고자 K-GAAP의 개별 재무제표를 통하여 연말자료를 추출하

다. 한,기업 정보와 랜드 지수를 매칭 하는데 있어 융감독

원 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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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과 랜드 정보의 1:1매칭을 해 추가 인 작업이 필요

하 다.

첫째, NBCI의 랜드 정보는 기업 벨이 아닌 랜드 벨로

발표되기 때문에 상장 기업명과 매칭을 하 다. 랜드정보가 소비

자의 구매와 이를 통한 기업의 흐름 부채비율에 끼치는

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임을 고려하여 매칭 기 을 정하 다.

먼 ,NBCI의 랜드 명이 상장 기업명과 일치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지수 산출 시 기업명의 표성을 고려하여 상장 기업명과 일

치시켰다.그 로 삼성 스마트 에어컨의 지수는 삼성 자와 매칭

되었다.

다음으로,NBCI의 랜드명이 상장 기업명을 포함하지 않는 경

우는 Dart의 사업보고서 사업의 내용 (주요제품 원재료)에서 해

당 제품군의 매출액 비 이 10%가 넘는 경우 해당 기업명과 매칭

되었다.기 을 10%로 낮게 잡은 이유는 본 연구의 목 이 직

인 매출액의 변화량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인지하는

랜드 가치가 기업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상장된 기업의 경우 다양한 제품군 생산은 제품군의 매출액

의 비 을 낮추게 된다.그 로 쁘 오의 2004년 랜드 지수는

LG 자 사업보고서(2004)디지털 어 라이언스 (25.21%)을 고려하

여 LG 자와 매칭 되었다.

둘째, 랜드 지수와 상장기업명과의 매칭 작업 뒤에는

multi-brand firm의 지수 계산이 추가 으로 진행되었다.Larkin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의 랜드 지수자료는 랜드 벨뿐

만 아니라 기업 벨의 지수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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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하지만 한국의 랜드 자료의 경우 기업 벨의 지수가 제

공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연구에서 강건성 검사로 사용된 산술 평

균 방법을 사용하여 multi-brandfirm의 랜드 지수를 산출 하

다.

랜드 데이터는 연도별 약 50~60개의 측치를 가지며 2004년

부터 2010년까지 총 1085개의 랜드-연도 측치를 가지게 된다.

상장 기업명과의 매칭 작업 뒤 470개의 기업-연도 측 치로 었

고 멀티 랜드 지수의 평균 계산 이후 270개의 기업-연도 측치를

얻게 된다.따라서 최종 으로 270개의 기업-연도 측치 (61개의

기업)가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랜드 지수의 평균값은

69.55며 표 편차는 4.02이었다.

Dataguidepro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표본기업들에 한 연

도별 (12월 31일 기 )아래의 회계자료를 추출하 다.

SALES는 총 매출액 (2004년 화계가치 기 )5)이며 기업의 규

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직 인

지표이다. 랜드 가치와는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상 된

다.

AGE는 기업의 KOSDAQ 혹은 KOSPI상장일자 기 나이를

의미한다.상장일자로 부터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업의 유동성이 크

고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D_YOUNG은 기업의 창립일자 기 4살 이상일 경우 1을 가지

고 그 지 않은 경우 0을 가지게 되는 더미변수이다.설립연수가 짧

은 기업의 경우 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불안정하고 정

5)Y.Larkin(2013)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04년기 소비자 물가지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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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출이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M/B는 기업의 시장가치6)를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며 무형자산을 고려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나타낸다.

EBITDA 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을 나타낸다.

HIST_VOL_EBITDA는 (t-1)~(t-3) 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본 연구의 연구 가설 검증을 한 회

귀 분석에서 통제변수로서 EBITDA의 과거 3년간의 표 편차를 이

용하여 과거 수익성 변화량을 통제하 다.

LEVERAGE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기업의 총 자산

장부가치 혹은 기업의 시장가치로 나 값을 의미한다.본 연구의

가설 3을 검증하기 한 회귀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TANGIBILITY는 유형 자산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

다.김창배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외환 기 이후 유형자산은 부채

비율에 양의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Z_SCORE는 Altman’s(1968)modifiedZ-score값을 나타낸다.

알트만 Z 스코어는 기업의 산 측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며

Altman’smodifiedZ-score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이다.본 연구에서는 Larkin(2013)에서 사용한 아래의 식을 사

용하여 계산하 다.Z_SCORE=3.3*ebit/총 자산 +총매출/총 자산 +

1.4*유보이익/총 자산+1.2*운 자본/총 자산.

ADV는 손익계산서에 나온 고 선 비를 총 매출로 나 값이

6)B.Black,H.Jang,andW.Kim.(2006)

MVA=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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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선 비 값이 0으로 나온 경우 1의 값을 주어 자연로그 값

을 취했을 때 0이 되도록 하 다.F.Beloetal(workingpaper)의

미국연구에서는 고비용에 많이 투자한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

에 비하여 평균 수익률이 높아짐을 보 고 이를 토 로 본 연구에

서는 고 선 비가 기업의 수익률 유동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RD는 손익계산서에 나온 연구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로 나 값이다.개발비 값이 0으로 나온 경우 1의 값을 주어

자연로그 값을 취했을 때 0이 되도록 하 다.

D_KOSPI는 기업이 KOSPI에 상장된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일반 으로 KOSPI는 KOSDA보다

상장 기 이 엄격하다고 보므로 KOSPI상장 여부 더미 변수를 통

해 기업의 규모에 한 정보 투명성 유동성을 통제했다.

Credit은 NICE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채권등 을 사용하

다.채권 등 은 알 벳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기 해 S&P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하 다.“AAA”등 은

1,“D”등 은 22로 변경된다.

HHI는 허핀달-허쉬만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 산업분류

(KSIC)의 분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시장 집 도에 따라 기업의 마 활동 이로 인한 소비자의

랜드 인식이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시장 집 도에 한

랜드 가치의 상 계를 보기 하여 사용 된 변수이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는 SIZE,SALES,AGE는 자연로그 값을

취하 다. 한,기업의 회계 정보와 랜드 지수 자료를 합친 뒤

극단 치 값을 통제하기 하여 SALES, CASH, EBI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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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_SCORE,M/B 의 값에 하여 상 99% 와 하 1% 의 값을

winsorize하 다.

제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Larkin(2013)의 방법론을 인용하여 한국 기업의

랜드 가치가 부채비율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다.일반 으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했지만 Larkin(2013)의

연구에서는 랜드 가치와 규모의 interactionterm,lagged된 독립

변수의 사용을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 다.각각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를 바꾸어 가며 추가 인 회귀 분석을

통해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의 계를 설명하 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제 1장 제 3 의 연구 가

설 1,가설 2,가설 3을 검증하기 하여 3가지 다른 회귀 분석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 다.

A.가설 1.CASHFLOW VOLATILITYCHANNEL

우선,국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랜드 가치가 재 구매로 이어

져 기업의 흐름 험도가 낮아지는 지 검증 했다. 흐름 유

동성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하여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분

석해 보았다.

FUTURE_VOL_EBITDAi,t+1=α0+α1BRA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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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2LN(SALES)i,t+α3M/Bi,t+α4EBITDAi,t+α5D_YOUNGi,t+α6ADVi,t

+α7RDi,t+α8HIST_VOL_EBITDAi,t+ 
  



α9yYRyi,t+

βzα10zINDUSTzi,t+εi,t

                  
(1)

종속변수로 사용된 FUTURE_VOL_EBITDA(t+1)는 (t+1)시 부

터 (t+2)시 의 EBITDA의 표 편차이다.독립 변수에는 앞에서 계

산된 랜드 지수(BRAND)를 사용 하 고 통제 변수로는 매출액,

M/B,EBITDA,나이 더미 변수, 고비 지출,연구비 지출,과거

EBITDA　VOLATILITY,연도별 더미 변수와 KSIC의 분류를 사

용한 산업별 더미 변수를 사용하 다.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로 클러스터링 하여 최소자승분석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하 다.

한,산업별 더미 변수에 잡히지 않는 비 선형 산업 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REL_FUTURE_VOL_EBITDA를 사용하 다.

REL_FUTURE_VOL_EBITDA는 FUTURE_VOL_EBITDA를 산업

별 (KSIC 분류)EBITDA의 평균의 표 편차로 나 값을 의미한

다.

B.가설 2.CreditRating

랜드 가치에 의한 흐름 유동성 경로가 신용등 평가에

반 되는지 검증하 다.만약 랜드가치가 산의 험도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채권 평가 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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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CREDITi,t+1=α0+α1BRANDi,t+

α2LN(SALES)i,t+α3M/Bi,t+α4EBITDAi,t+α5TANGIBILITYi,t+α6LE

VERAGEi,t+α7ADi,t+α8RDi,t+α9HIST_VOL_EBITDAi,t+


  



α10yYRyi,t+βzα11zINDUSTzi,t+εi,t (2)

                  

종속변수로는 (t+1)시 의 NICE의 회사 채권 신용등 을

사용하 다.신용등 은 S&P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숫자로

변경하 다.AAA등 은 1로 변경되었고 D등 은 22로 변환

하 다. 랜드 가치 기타 독립 변수들은 (t)시 의 값을

사용하 다.연도별 더미변수와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하 다.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클러스터링 하여 최소자승분석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하 다.

C.가설 3.LEVERAGE

마지막으로,앞에서 보았던 미래 흐름 유동성 경로가 재무

마찰을 이게 되어 최종 으로 기업 재무 구조에 미치는 향

을 보기 하여 부채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아래의 식을 사용하

다.

LEVERAGEi,t+1=α0+α1BRANDi,t+



- 18 -

α2LN(SALES)i,t+α3BRAND_SALES+α4M/Bi,t+α5EBITDAi,t+α6D_

KOSPIi,t+α7LN(AGE)i,t+α8TANGIBILITYi,t+α9ADi,t+

α10RDi,t+α11HIST_VOL_EBITDAi,t
  



α12yYRyi,t+

βzα13zINDUSTzi,t+εi,t (3)

                  

종속변수에는 (t+1)시 의 기업의 부채비율 LEVERAGE변수를

사용하 다.독립 변수에는 앞에서 계산된 랜드 지수(BRAND)를

사용 하 고 통제 변수에는 매출액,M/B,EBITDA,KOSPI상장 더

미변수,기업의 나이,유형 자산, 고비 지출,연구비 지출,과거

EBITDA　VOLATILITY,연도별 더미 변수와 KSIC의 분류를 사

용한 산업별 더미 변수를 사용하 다.

LEVERAGE는 유동부채와 비 유동 부채를 더한 값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BOOK LEVERAGE와 기업의 시장가치 (MVA)

로 나 MARKET　LEVERAGE두 가지 모두 사용해보았다.이분

산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클러스터링 하여 Tobitestimation을 이

용하여 회귀 분석하 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contemporaneous가 아닌 lagged된 독립변수를 사용하 다. 한

reversecausality를 통제하기 한 한 방법으로 랜드가치와

매출액을 곱한 interactionterm (BRAND_SALES)을 포함하 다.

만약 규모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하여 상 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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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용이해 부채비율이 높고 다양한 마 활동이 가능해

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면 interactionterm은 양(+)수가 된다.

하지만,부채비율과 랜드 가치의 양의 계가 기업의 규모가 아닌

랜드 가치만의 향 때문이라면 interactionterm은 음(-)의

계수를 가질 것으로 상된다.

D.부 표본 연구

Larkin(2013)의 미국 연구에서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자보

상배율을 기 으로 표본을 나 어서 랜드 가치에 의한 흐름

유동성 경로와 부채비율 변화를 심층 으로 분석해보았다.

이자보상배율은 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 값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즉,기업이 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 다.이자보상배

율이 1이면 기업의 업이익이 이자지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것

이다.1보다 큰 경우 해당 기업은 이자비용 이상의 업 이익을 벌

고 있으므로 추가 인 이자 지 능력이 있음을 보여 다.반 로 1

보다 작은 경우 업활동이익으로 융비용 이자를 지불 할 수 없

는 상태이며 부실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이익에서 이자비용부담의 비 이 큰 기업에서는 작은 기업

에 비하여 이미 사용 인 부채로 인하여 유동성의 제약이 심하여

자 조달의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상된다.이자 지 능력이 부

족하다고 보여 지는 기업에서는 무형자산인 랜드 가치를 통한 부

채 조달의 가능성이 강할 것으로 상되어 체 표본을 t시 의

이자보상배율의 수를 기 으로 체 표본을 나 어서 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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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3)을 용하여 분석하 다.추가 으로,이자보상배율에 따른

랜드가치와 부채비율의 계변화를 보기 하여 표본 수를 확장

해 체표본을 상으로 식 (3)에 이자보상배율의 역수 더미변수

를 추가 으로 사용하여 분석하 다.

참고로 이자보상배율과 달리 인 이자비용 수치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직 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이때,이자보상배율이

작은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부채비율이 수 이상인 부 표본에 속한 기업과 이자보상배율이

수 이하인 부 표본에 속한 기업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결과 142

개 측치 109 측치가 일치하 다.그 일치성이 약 72%인 것

으로 보아 이자보상배율이 작은 기업이 부채비율이 큰 기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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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기 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표성을 검증하기 해

Larkin(2013)의 미국 연구를 참고해 본 결과 미국 표본은

Compustat의 약 20%를 차지하 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표본은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의 약 18.5%를 차지하며 비슷한 수치를 보 다.

비록 인 표본의 수는 지만 국내 표본 역시 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을 KSIC의 분류를 이용하여 산업

별로 분석해보았다.본 표본에는 총 7개의 산업 군이 존재 하 다.

상 로 제조업 기업이 표본의 44%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그 다음으로 도매 소매가 23%,출 . 상.정보가 16%를 차

지하 다.상장기업수의 분포와 비교하 을 때 분포도가 완벽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랜드 지수 자료가 일부 산업 군을 상으로 하

는 고려한다면 본 연구 표본의 표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랜드와 재무 변수의 상 계를 보여 다. 랜드와

매출액 KOSPI상장여부는 양의 상 계가 있고 그 유의도 역시

높다.약 65% 정도의 기업들이 KOSPI상장 기업에 속하고 있었으며

국내 소비자들의 랜드 인식 형성에 해당 기업의 규모 상장여

부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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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증 분석 결과

식 (1)을 바탕으로 랜드 가치가 미래 흐름 유동성에 향

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았다.[표 3]에 따르면 미래 ebitda의 표 편

차와 이를 산업별 평균으로 나 상 표 편차 모두 랜드와의

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패 1에서는 랜드가 높

을수록 미래 흐름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상

계수가 –0.000이며 (2)에서의 t-stat이 –0.68로 매우 유의하지 않

음을 볼 수 있다.반면 패 2에서는 오히려 랜드가 미래 흐

름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이는 산업의 비선형 향

을 고려하 을 때는 랜드 가치가 흐름 유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이 역시 (2)에

서의 상 계수가 0.069이며 t-stat 한 0.48로 유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AdjustedR2역시 미국 결과 (0.2~0.3)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표본의 adjustedR2는 0.07~0.1로 매우 작은 설명력

을 가지는 결과를 보 다.

즉,연구 가설 1에서 설명된 랜드 가치가 기업의 유동성

험성 측에 있어 설명력이 없음이 보여 졌고 미국과는 달리 한국

에서는 랜드 가치를 통한 흐름 유동성 경로가 없다고 보인

다.

이어서 식 (2)를 사용하여 랜드 가치가 신용평가사의 기업의

채권 등 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보았다.[표 4]의 결과에

의하면 고 선 비,연구개발비,과거 흐름 유동성을 고려한

뒤 회귀분석을 하 을 경우 (2)에서 볼 수 있듯이 랜드 가치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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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사의 채권 등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t-stat이 –0.41로 그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고 선 비,연

구개발비,과거 흐름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1)의 결

과에 의하면 랜드 가치가 채권등 을 낮추는 결과를 보 고 이

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한

국의 기업의 채권등 은 랜드 가치에는 정 인 반응을 하지 않

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비록 랜드 가치가 미래 흐름 유동성 신용평가 등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식 (3)을 사용

하여 랜드 가치를 통한 부채 조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표 5]

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경우 랜드 가치 증가가 부채비율 증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우선 패 1을 보면 (1)

과 (2)에서 랜드 가치의 계수는 양수, 랜드가치와 매출액

interactionterm의 계수는 음수로 미국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랜

드 가치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그 향은 규모가 작은 기

업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 다.하지만 계수들의 t-stat이

낮아 통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부채비율을 장부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계산한 패 2의 경우

에는 반 로 랜드 가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결과가 나왔다.하지만

이 역시도 유의한 결과는 아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랜드 가치를

통한 부채비율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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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표본 분석 결과

체 표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다르게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여 표본을 나 어서

분석해 본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수 미만인 부 표본에서 랜드

와 부채 비율의 계에 유의성이 향상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표 7]의 A 부 표본의 패 1결과를 보면 미국과 동일한 결과

를 볼 수 있다. 랜드가 높을수록 다음 해의 부채비율이 올라갔고

그 향 한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패

1의 (2)의 Brand,LN(SALES),Brand*LN(SALES)의 p-value역시

0.005미만으로 유의한 통계 값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표 7]의 A

부 표본의 패 2에서는 랜드 가치가 기업의 부채 조달에 미치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 다.이는 패 2에서는 유동부채와 비유

동부채의 합을 자산의 시장가치로 나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지만 패 1의 경우 자산의 장부 가치를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설정

하 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자산의 장부 가치는 시장가치에 비해

그 측정에 있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편차가 존재하며 자산의 시장

가치는 이미 무형자산 랜드 가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종합해보면,외부자 조달에 있어 수익에 비해 외부

비용 부담이 큰 기업들에서는 랜드 가치가 부채비율을 높이며 특

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그 향력이 크다는 양상을 보 지만

강건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즉,이자비용 부담 비 이 높은 기업은 이미 사용 인 부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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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추가 이자 지 능력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무형자산

인 랜드 가치를 통한 추가 부채 조달의 가능성이 약하게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랜드의 효과는 자 조달이 상 으로

어려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하지

만 이러한 기업에서도 [표 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래 흐름

유동성 감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표본을 상으로 이자보상배율에 따른 부채비율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에서도 랜드 가치의 통계 유의성은

약하게 보여 졌다.[표 8]은 이자보상배율이 수 이하인 경우 1

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도록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랜드 변수의 유의성의 증가는 없었다.이자보상배율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해 본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체 표본 분석의 결과 이자 비용부담이 높을수록 랜드가 부채비율

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며 그 효과가 작은 기업에서 증폭되는 정

도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하지만 통계 유의도가 10% 미

만으로 통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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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이 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랜드 가치는 주식 수익률,기업

의 업이익 기업 가치와 정의 상 계를 형성한다.기업 재무

에서 본 연구는 랜드 가치가 기업의 미래 흐름 유동

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기업의 부채 비율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랜드 가치의 측정치로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랜

드 평가 지수를 사용하 고 국내 상장기업 랜드 지수가 존재

하는 기업을 상으로 살펴보았다.그 결과 체표본에서는 랜드

가치를 통한 cashflow volatilitychannel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역시 신용평가 등 에 반 되지 않았다. 한,부

채비율 역시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보 다. 업이익 비 이자

비용 비 이 큰 기업에서는 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

아지며 그 효과 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강하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강건하지 않은 결과이다.이자비용부담이 큰 기업의 부 표

본에서도 랜드 가치는 흐름 유동성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랜드 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랜

드-기업가치 련 연구 논문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비 재무 정보인 랜드 가치는 기업 가치에

양의 유의한 향력을 보여주지만 기업구조 인 부채비율에는 그

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비록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의 계의 유의성을 밝히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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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 표본 분석에서는 랜드 가치의 유의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랜드 가치가 기업의 재무 구조 정책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해본다는 에 시사 이 있다.후속연구에서 표본

기업을 확 하고 내생성 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살펴

본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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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수 표 편차 1분 수 3분 수
랜 드

상 계수
p-값

Brand 69.55 70.00 4.02 70.00 72.6

LN

(SALES)
21.35 21.35 1.78 2.00 2.30 0.28 0.000

M/B 1.32 1.21 0.57 0.96 1.52 0.11 0.073

EBITDA 0.12 0.11 0.08 0.07 0.16 -0.03 0.594

TANGIB

ILITY
0.33 0.32 0.17 0.21 0.47 -0.98 0.167

[표 1]변수의 기 통계량 랜드 지수와의 상 계

[표 1]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랜드 지수가 있는 측치 (총 270개)의 각 변수별 기 통

계량을 나타내는 표이다.각 변수의 평균, 수,표 편차,1분 수,3분 수 랜드

지수와의 상 계수를 포함하고 있다.Brand는 NBCI(국가 랜드 경쟁력 지수)의 멀티 랜

드 기업의 지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다.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

TANGIBILITY는 유형 자산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D_KOSPI는 기업이

KOSPI상장기업일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AGE는 기업의

상장연도 기 기업의 나이를 의미한다.Z_SCORE는 EBITDA/총 자산 의 1.3배,총 매출액/

총 자산,유보이익/총 자산의 1.4배,운 자본/총 자산의 1.2배의 합이다.ADV/SALES는

고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다.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LEVERAGE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총 자산 장부가치로 나

값이다.CASH/ASSETS는 등가물을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HHI는 허핀

달-허쉬만 지수이며 상장된 기업들의 시장 유율의 제곱값을 한국 표 산업분류 (KSIC)

의 분류를 기 으로 더한 값이다. 랜드 상 계는 랜드 지수와 각 변수들의 상 계

수 값이며 p-값은 상 계수의 유의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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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KOSPI 0.65 1.00 0.48 0.00 1.00 0.20 0.001

AGE 16.99 11 13.2 6 31 0.17 0.006

Z_

SCORE
1.78 1.78 0.70 1.35 2.30 -0.11 0.065

ADV/

SALES
0.03 0.01 0.05 0.01 0.04 -0.04 0.537

RD/

SALES
0.02 0.01 0.02 0.00 0.03 0.14 0.023

HIST_V

OL_EBIT

DA

0.02 0.01 0.03 0.01 0.03 -0.03 0.590

LEVERA

GE
0.47 0.48 0.15 0.37 0.57 -0.05 0.443

CASH/

ASSETS
0.06 0.05 0.06 0.02 0.08 0.00 0.999

HHI 0.21 0.22 0.18 0.08 0.24 -0.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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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C 산업 명 패 A:표본 기업 패 B:상장기업

기업 수 기업분포(%) 기업 수 기업분포(%)

C 제조업 27 44.26 1606 63.40

F 건설업 4 6.55 89 3.51

G 도매

소매

14 22.95 161 6.35

H 운수업 2 3.27 29 9.04

J 출 ,

상,정보

10 16.39 262 10.34

M 문,

과학,기술

3 4.91 92 3.63

P 교육

서비스

1 16.39 11 0.43

[표 2]산업별 표본의 분포

[표 2]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랜드 지수가 있는 측치 (총 61개 기업)의 산업별 분포도

를 나타내는 표이다.산업은 한국 표 산업분류 (KSIC)의 분류를 사용하 다.패 A는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내며 패 B는 동일 기간의 상장기업(총 2533개)의 산업별 분

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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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1:

Future_Vol_Ebitda

패 2:

Rel_Future_Vol_Ebitda

(1) (2) (1) (2)

Intercept
0.058
(2.09)

0.073
(2.73)

4.596
(0.58)

6.206
(0.80)

Brand
-0.000
(-0.46)

-0.000
(-0.68)

0.079
(0.53)

0.069
(0.48)

LN(Sales)
-0.001
(-1.27)

-0.002
(-1.33)

-0.293
(-0.97)

-0.349
(-0.74)

M/B
0.005
(2.05)

0.004
(1.37)

1.002
(1.25)

0.759
(0.89)

EBITDA
-0.084
(-1.66)

-0.065
(-1.42)

-25.381
(-1.67)

-25.282
(-1.57)

D_Young
-0.002
(-0.30)

-0.516
(-0.22)

Adv
-0.019
(-0.72)

-2.249
(-0.28)

[표 3] 랜드 가치와 FutureCashFlow Volatility

[표 3]는 랜드 가치와 futurecashflow volatility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최소자승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패 1은 (t+1)과 (t+2)시 의 EBITDA의 표 편차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 고 패 2는 (t+1)과 (t+2)시 의 EBITDA의 표 편차를 KSIC 분류를 이용한

산업별 EBITDA의 평균의 표 편차로 나 값을 사용하 다.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

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

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D_YOUNG은 기업이 창립년도

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다.HIST_VOL_EBITDA는 (t-1)~(t-3) 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

함하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

고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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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0.194
(1.79)

35.611
(1.19)

Hist_Vol_Ebitda_3
0.063
(0.94)

4.046
(0.14)

측수 268 259 268 259

기업수 61 61 61 61

AdjR2 0.078 0.102 0.073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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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ntercept
23.205
(3.05)

44.970
(4.83)

Brand
0.021
(0.14)

-0.057
(-0.41)

LN(Sales)
-1.107
(-3.96)

-1.944
(-5.78)

M/B
-1.085
(-1.24)

-1.101
(-1.49)

EBITDA
-1.133
(-0.18)

5.437
(0.94)

Tangibility
-0.583
(-0.23)

-3.442
(-1.50)

Leverage
11.604
(2.59)

13.989
(3.46)

Adv
-40.224
(-4.05)

Rd
70.713
(3.24)

[표 4] 랜드 가치와 신용등

[표 4]는 랜드 가치와 신용등 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최소자승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종속변수로는 NICE의 채권등 을 사용하 다.채권 등 은 S&P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 다.“AAA”등 은 1로 변경하 고 “D”등 은 22로 변경되

었다. 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 TANGIBILITY는 유형 자산을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LEVERAGE는 유동부채와

비 유동부채 합을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 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다.

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모든

설명변수는 lagged되었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하

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 고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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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_Vol_Ebitda_3
21.519
(1.22)

측수 145 140

기업수 31 31

AdjR2 0.45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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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1:

BookLeverage

패 2:

MarketLeverage

(1) (2) (1) (2)

Intercept
-2.099

(-1.36)

-2.212

(-1.34)

1.447

(0.92)

0.941

(0.56)

Brand
0.027

(1.22)

0.029

(1.24)

-0.019

(-0.87)

-0.010

(-0.40)

LN(Sales)
0.143

(1.95)

0.149

(1.90)

-0.022

(-0.29)

0.003

(0.03)

Brand*LN(Sales)
-0.159

(-1.54)

-0.171

(-1.53)

0.067

(0.64)

0.022

(0.20)

M/B
0.082

(4.63)

0.087

(4.97)

-0.085

(-4.74)

-0.082

(-4.62)

Ebitda
-0.803

(-5.66)

-0.798

(-5.29)

-0.921

(-5.69)

-0.763

(-5.00)

[표 5]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표 5]는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Tobit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패 1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을 종속변수

로 사용하 고 패 2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시장가치로 나 값을 사용하 다.

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

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

D_Kospi는 기업이 Kospi상장기업인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LN(AGE)는 기업의 상장년도 기 지난 연도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값이다.TANGIBILITY

는 유형 자산을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

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

다.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모

든 설명변수는 lagged되었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

함하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

고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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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Kospi
-0.096

(-3.36)

-0.106

(-3.66)

-0.129

(-4.43)

-0.138

(-4.74)

LN(Age)
0.023

(2.32)

0.030

(2.87)

0.016

(1.65)

0.021

(2.03)

Tangibility
0.202

(3.79)

0.154

(2.72)

0.319

(5.88)

0.251

(4.38)

Adv
-0.265

(-1.16)

-0.500

(-2.16)

Rd
-0.872

(-1.66)

-0.497

(-2.20)

Hist_Vol_Ebitda_3
-0.500

(-1.69)

-0.655

(-2.20)

측수 260 251 260 251

기업수 61 61 61 61

Chi-Squared 354.746 352.568 344.983 3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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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자보상배율< 수 B:이자보상배율> 수

패 1:
Future_Vol_Ebitda

패 2:
Rel_Future_Vol_Ebitda

패 1:
Future_Vol_Ebitda

패 2:
Rel_Future_Vol_Ebitda

(1) (2) (1) (2) (1) (2) (1) (2)

Intercept
0.050
(1.05)

0.067
(1.43)

-3.797
(-0.25)

-0.429
(-0.03)

-0.001
(-0.12)

0.061
(0.10)

-15.353
(-0.87)

-16.691
(-0.88)

Brand
-0.000
(-0.43)

-0.000
(-0.35)

0.158
(0.74)

0.174
(0.65)

0.001
(0.56)

0.001
(0.56)

0.413
(0.97)

0.477
(1.01)

[표 6]부 표본의 랜드 가치와 FutureCashFlow Volatility

[표 6]는 부 표본의 랜드 가치와 futurecashflow volatility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최소자승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t시 의 이자 보

상배율의 수를 기 으로 표본을 나 었다.A는 이자보상배율이 수 이하인 부 표본의 결과 값이며 B는 이자보상배율이 수 과인 부 표

본의 결과 값이다.패 1은 (t+1)과 (t+2)시 의 EBITDA의 표 편차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고 패 2는 (t+1)과 (t+2)시 의 EBITDA의 표 편차

를 KSIC 분류를 이용한 산업별 EBITDA의 평균의 표 편차로 나 값을 사용하 다.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D_YOUNG은 기업이 창립년도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

로 나 값이다.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업

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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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Sales)
-0.000
(-0.15)

-0.001
(-0.45)

-0.058
(-0.13)

-0.223
(-0.28)

-0.001
(-0.73)

-0.002
(-0.94)

-0.405
(-0.62)

-0.539
(-0.67)

M/B
0.010
(2.43)

0.009
(1.78)

0.443
(0.29)

0.035
(0.02)

0.006
(1.37)

0.007
(1.40)

1.737
(1.17)

1.736
(1.14)

EBITDA
-0.200
(-3.50)

-0.178
(-2.97)

-52.039
(-2.35)

-53.396
(-1.83)

-0.121
(-0.97)

-0.129
(-0.99)

-35.982
(-0.93)

-39.248
(-0.97)

D_Young
-0.001
(-0.10)

-1.646
(0.32)

0.009
(0.72)

-0.388
(-0.12)

Adv
-0.042
(-0.82)

2.417
(0.11)

-0.046
(-1.14)

-6.465
(-0.50)

Rd
0.169
(0.77)

39.859
(0.58)

0.124
(1.17)

13.614
(0.39)

Hist_Vol_Ebitda_
3

0.021
(0.22)

-17.186
(-0.47)

0.011
(0.08)

50.0091
(1.17)

측수 140 134 140 134 111 109 111 109

기업수 40 39 40 39 37 37 37 37

AdjR2 0.111 0.091 0.064 0.029 0.021 -0.007 0.05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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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자보상배율< 수 B:이자보상배율> 수

패 1:
BookLeverage

패 2:
MarketLeverage

패 1:
BookLeverage

패 2:
MarketLeverage

(1) (2) (1) (2) (1) (2) (1) (2)

Intercept
-2.479
(-1.27)

-3.549
(-1.76)

-1.394
(-0.43)

1.096
(0.50)

-3.038
(-1.19)

-0.656
(-0.21)

-1.394
(-0.43)

2.030
(0.54)

Brand
0.039
(1.39)

0.058
(1.97)

0.021
(0.47)

-0.000
(-0.00)

0.041
(1.17)

0.006
(0.14)

0.021
(0.47)

-0.032
(-0.61)

[표 7]부 표본의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

[표 7]은 부 표본에서의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Tobit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t시 의 이자 보상배율의 수

를 기 으로 표본을 나 었다.A는 이자보상배율이 수 이하인 부 표본의 결과 값이며 B는 이자보상배율이 수 과인 부 표본의 결과 값이다.

패 1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고 패 2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시장가치로

나 값을 사용하 다.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

D_Kospi는 기업이 Kospi상장기업인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LN(AGE)는 기업의 상장년도 기 지난 연도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값이다.TANGIBILITY는 유형 자산을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

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다.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

다.모든 설명변수는 lagged되었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

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 고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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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Sales)
0.146
(1.57)

0.196
(2.02)

0.107
(0.68)

-0.025
(-0.24)

0.194
(1.57)

0.086
(0.58)

0.107
(0.68)

-0.044
(-0.24)

Brand*LN(Sales)
-0.191
(-1.43)

-0.279
(-1.98)

-0.116
(-0.54)

0.013
(0.09)

-0.237
(-1.41)

-0.078
(-0.37)

-0.116
(-0.54)

0.123
(0.48)

M/B
0.048
(1.79)

0.035
(1.30)

-0.033
(-1.23)

-0.184
(-6.35)

0.119
(5.87)

0.122
(6.24)

-0.033
(-1.23)

-0.025
(-0.95)

EBITDA
-0.162
(-0.71)

-0.235
(-0.97)

-0.544
(-2.10)

-0.040
(-0.15)

-0.784
(-4.06)

-0.617
(-3.12)

-0.544
(-2.10)

-0.350
(-1.32)

D_Kospi
-0.012
(-0.30)

0.004
(0.10)

-0.112
(-2.15)

-0.018
(-0.40)

-0.118
(-3.03)

-0.135
(-3.30)

-0.112
(-2.15)

-0.173
(-3.15)

LN(Age)
0.009
(0.74)

0.013
(0.90)

-0.008
(-0.44)

0.020
(1.21)

0.018
(1.30)

0.023
(1.68)

-0.008
(-0.44)

-0.007
(-0.36)

Tangibility
0.191
(3.07)

0.156
(2.42)

-0.066
(-0.54)

0.268
(3.74)

-0.040
(-0.44)

-0.076
(-0.81)

-0.066
(-0.54)

0.015
(0.12)

Adv
0.084
(0.24)

-0.689
(-1.81)

-0.414
(-1.67)

0.160
(0.48)

Rd
0.602
(0.83)

1.850
(2.33)

-1.150
(-1.69)

-1.893
(-2.13)

Hist_Vol_Ebitda_
3

-0.925
(-3.03)

-1.071
(-3.21)

-0.610
(-0.92)

-1.986
(-2.22)

측수 133 127 111 127 111 109 111 109

기업수 40 40 40 40 37 37 37 37

Chi-Squared 217.321 216.909 145.702 194.670 211.434 217.930 145.702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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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1:
BookLeverage

패 2:
MarketLeverage

(1) (2) (1) (2)

Intercept
-1.855
(-1.19)

-2.237
(-1.35)

1.807
(1.13)

1.081
(0.64)

Brand
0.027
(1.23)

0.032
(1.34)

-0.019
(-0.87)

-0.008
(-0.35)

LN(Sales)
0.125
(1.72)

0.146
(1.89)

-0.051
(-0.69)

-0.013
(-0.16)

Brand*LN(Sales)
-0.154
(-1.53)

-0.181
(-1.65)

0.085
(-4.97)

0.026
(0.23)

D_Interest
-0.070
(-0.24)

-0.142
(-0.49)

0.164
(0.55)

0.070
(0.23)

D_Interest*Brand
-0.001
(-0.27)

0.002
(0.44)

-0.008
(-1.39)

-0.004
(-0.67)

[표 8]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더미변수 포함

[표 8]은 랜드 가치와 부채비율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Tobit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패 1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총 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 고 패 2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합을 시장가치로 나 값을 사용하 다.

Brand는 국가 랜드경쟁력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LN(SALES)는 총 매출액을 2004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D_Interest는 이자보상배율이 해당 년도의

수 이하인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M/B는 (기말종가*상장

주식수+우선주 자본 +부채)를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EBITDA는 ebitda를 총

자산으로 나 값이다.D_Kospi는 기업이 Kospi상장기업인 경우 1,그 지 않은 경우 0을 갖

는 더미변수이다.LN(AGE)는 기업의 상장년도 기 지난 연도에 자연로그 값을 취한 값이

다.TANGIBILITY는 유형 자산을 총자산 장부 가치로 나 값이다.ADV/SALES는 고 선

비를 총 매출액으로 나 값이며 RD/SALES는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합을 총 매출

액으로 나 값이다.HIST_VOL_EBITDA는 (t-1)~(t-3)의 지난 3년 동안의 EBITDA의 표

편차 값이다.모든 설명변수는 lagged되었다.연도별 더미변수와 KSIC 분류에 의한 산

업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 분석하 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표 오차는

이분산성을 고려하 고 기업별로 클러스터링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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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Interest*Brand*LN(Sales)
0.187
(1.43)

0.051
(0.37)

0.317
(2.36)

0.189
(1.35)

M/B
0.082
(4.96)

0.085
(5.16)

-0.085
(-4.97)

-0.083
(-4.92)

EBITDA
-0.386
(-2.55)

-0.421
(-2.68)

-0.473
(-3.03)

-0.446
(-2.77)

D_Kospi
-0.081
(-2.98)

-0.084
(-3.02)

-0.118
(-4.19)

-0.121
(-4.24)

LN(Age)
0.021
(2.24)

0.024
(2.35)

0.015
(1.58)

0.016
(1.58)

Tangibility
0.151
(2.93)

0.109
(1.97)

0.277
(5.18)

0.217
(3.82)

Adv
-0.174
(-1.60)

-0.420
(-1.90)

Rd
-0.635
(-1.27)

-0.244
(-0.47)

Hist_Vol_Ebitda_3
-0.564
(-2.00)

-0.656
(-2.27)

측수 260 251 260 251

기업수 61 61 61 61

Chi-Squared 392.042 383.755 376.534 3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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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explorestheimplication ofbrandassetin debt

capacityinKoreanfirms.Usingbrandassetdatacalled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NBCI),this paper finds that

positiveperceptionheldbyconsumersistransferredintoneither

loweredfinancialfriction,norimprovedcreditratings.Andthe

systematicrelationshipbetweenbrandandleverageratiodoesnot

exist.Inthesubsamplewhoseinterestcoverageratioisbelow

themedianvalue,thestatisticalsignificanceofbrandassetin

predictingleverageratioimprovedyetstillnotrobust.Tosum

up,brand perception exertspositiveand significantimpacton

firms’valuebutnotonleverag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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