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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실물 투자를 해 융시장에서 자 을 조달할 때 

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거시경제지표인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에 따라 기업의 투자, 고용, 

외부자 조달이 어떻게 향을 받는지에 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를 동시에 살펴 으로써, 한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투자기회에 한 지표로 Tobin’s q, 자 제약 조건으로 흐름을 변수로 

이용하여 해당 변수에 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가 실물 투자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심리 기간에 외부자 조달비용이 렴하다면, 투자, 

고용, 주식  부채발행은 모두 기(t-1 기) Tobin’s q 값에 더 민감하고, 이 

시기에 흐름에 한 투자와 고용의 민감도는 낮을 것이며, 주식  

부채발행은 흐름에 해 음(-)의 민감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 다. 한, 재무 으로 의존 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성장은 경기여건과 투자자심리에 더 민감할 것이며, 경기침체와 낮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투자수익률(ROI)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 다. 실증 분석 결과 고용증가  일부 주식발행과 련한 

민감도를 제외한 기타 변수에 해서는 반 으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경기 여건과 투자자심리에 따른 q  흐름에 한 

투자 민감도의 경우 통계 으로나 경제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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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동기  목  

 

미국에서 서 라임 모기지 부실로 형 투자은행인 리먼 라더스 등이 

산하면서 발된 로벌 융 기는 융시장이 실물경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로벌 융 기시 융기 들이 기업이나 

개인에 한 출을 기피함에 따라 실물경제를 축시키고, 실물경제의 

축은 기업의 산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순환 구조가 반복되었다. 이는 국내 

한 외가 아니어서 국내 경기가 불황이며, 기업들의 자 조달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속 으로 이어져 왔으며, 동시에 유동자 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리가 낮아도  등 안 자산에만 몰린다는 뉴스들을 하게 

되었다.  

불황에도 기업은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투자를 

해서는 내부 으로 창출되는 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자  조달도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을 해 필요한 요소인 외부자 과 련하여 기업이 

외부자 을 조달할 때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알아보고자 하 으며, 

련 연구들을 조사하던  Mclean and Zhao(2014)의 연구가 거시경제지표인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기업의 자 조달이 어떻게 향을 

받는지에 하여 연구를 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을 상으로 상기 

상 계의 향을 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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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외부에서 자 을 조달할 때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고, 더 요하게 

다루어야 할지는 기업의 내부 역량과 더불어 외부 환경 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이  연구들  융 기로 인해 외부 융  실물경제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제시된 바 있으며, 외부자 조달 비용이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에 따라 변동한다는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고용, 외부자 조달(주식 발행  부채 발행)에서 

기업간 차이가 경제여건과 투자자심리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투자  외부자 조달 

등과의 계에 한 연구들은 각각 있어 왔지만 이를 동시에 고려하고, 고용 

요인까지 고려한 것은 Mclean and Zhao(2014)이 처음으로, Mclean and 

Zhao(2014)의 연구내용을 따라 다음 사항들을 한국주식시장을 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 

테스트는 Tobin’s q 이론과 cash flow 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기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심리 기간에 외부자 조달비용이 렴하다면, 

투자, 고용, 주식 발행  부채 발행은 모두 기(t-1 기) Tobin’s q 값에 더 

민감할 것이다. 높은 q 값을 가진 기업은 더 많은 투자기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 을 투자와 고용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투자, 고용, 외부자 조달이 q에 더 민감해지게 된다. 

둘째,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심리 기간에 외부자 조달비용이 렴하다면, 

이 시기에 흐름에 한 투자와 고용의 민감도는 낮을 것이다. 한, 

                                         
1
 Mclean and Zha0(2014) 연구의 논문에서 인용된 Ivashina and Scharfstein (2010), 

Campello, Graham, and Harvey (2010), Campello et al. (2010) 논문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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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과 부채발행은 흐름에 해 음(-)의 민감도를 가질 것이다. 낮은 

흐름을 가진 기업은 외부자 을 더 필요로 함에 따라 주식발행  

부채발행이 흐름에 해 음(-)의 민감도를 가지게 된다. 한, 주식과 

부채 발행 비용이 낮은 경기확장기에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확보한 자 을 투자와 고용에 사용하고, 이러한 외부자 조달 효과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내부 으로 창출된 흐름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상기의 q 이론과 흐름을 이용한 테스트 이외에 두 번째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재무 으로 외부자 에 의존 인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성장은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에 더 민감할 것이다. 외부자 에 의존 인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있어 외부자 을 더 필요로 하고, 외부자 조달 

비용의 변동은 이러한 기업들에 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무 으로 의존 인 기업들에 해 외부자 조달 비용이 낮은 경기확장기에 

투자와 고용은 더 민감해지게 된다. 

둘째, 경기침체와 낮은 투자심리 기간의 투자수익률(ROI)이 더 좋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외부자 조달 비용이 높아서 수익성이 낮은 로젝트들은 

생략되고, 기업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로젝트들에만 투자하게 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 제 2 장은 표본, 변수  

기 통계량을 정리한다. 제 3 장에서는 기술된 모형과 연구방법론으로 산출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다. 제 4 장에서는 체  테스트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연구의 한계는 제 5 장에서 

밝힌다. 

 

2. 표본, 변수  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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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본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 12 월말을 결산일로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제조업체를 상으로 한다. 이  

결산기가 변경된 기업,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리 상기업, 

상장폐지기업, 업종변경기업을 제외하여 최종 표본은 5,343 개 기업-연도 

자료이다. 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 를 이용하 으며, 경제여건  

투자자심리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n-

DataGuide 를 통해 수집하 다. 기업의 재무자료는 실증분석시 극단치의 

향을 제거하기 하여 각 변수들은 ±1%에서 라이징(winsorizing)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수  자료는 다음과 같다. 

 

투자: 투자의 경우 총자산의 증가와 연구개발비용의 합을 기 총자산의 

합으로 나 어 측정하 다((Assetst – Assetst-1 + R&Dt)/Assetst-1).  

고용 성장: 고용 성장의 경우 고용인원의 변동으로 측정하 다(ln(Et/Et-1)). 

주식 발행: 주식 발행의 경우 장부상 자본의 변동에서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더하고, 이익잉여 의 변동을 차감한 값을 기 총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부채 발행: 부채 발행의 경우 자산의 변동에서 장부상 자본의 변동  

이연법인세 변동을 차감한 값을 기 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Tobin’s q (q): Tobin’s q 의 경우 Baker, Stein, and Wurgler(2003)와 

Rauh(2006)에 따라 시장자본가치에서 장부자본가치를 차감하고, 

장부자산가치를 가산한 값을 장부자산가치로 나  값의 자연로그로 

측정하 다. 

흐름(Cash Flow): 흐름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가산한 값을 기 의 장부상 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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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 여건의 측정 

 

경제 여건을 측정함에 있어 Mclean and Zhao (2014)는 다음의 용치를 

용하 다. 

경기확장기(Expansion): 경기확장기의 경우 연  6 개월 이상 경기확장이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산업생산의 경우 산업생산성장이 12 개월 동안 

평균 으로 양(+)이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여건 측정을 해 다음 용치를 용하 다. 

경기확장기(Expansion):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 순환일  

경기순환국면 도표’를 참조하여 경기확장기 변수를 측정하 다. 이 

도표에서는 기 순환일의 에서 정 까지를 ‘확장기’, 정 에서 

까지는 ‘수축기’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기’가 연  6 개월 

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산업생산 변수 측정을 해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국내통계’의 ‘주제별 통계’  ‘경기, 

기업경 (사업체)’에 속해 있는 ‘ 산업생산지수 (계 조정지수)’를 

이용하 다. 이 값이 월 비 증가하면 양(+), 감소하면 음(-)으로 하여, 

양(+)의 값이 연  6 개월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13 개 표본  양(+)의 값은 9 개, 음(-)의 값은 4 개(2004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가 나타나 각각 1 과 0 의 더미값을 부여하 다. Mclean and 

Zhao(2014)에서와 같이 ‘ 산업생산지수(계 조정지수)’의 12 개월 평균값이 

양(+)인 경우를 살펴본 결과 13 개 표본 (2001 년에서 2013 년) 

1 개(2008 년)를 제외하고 12 개가 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생산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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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단하여 평균값이 아닌 증감월의 개수를 기 으로 

용하 다.  

 

2.3. 투자자심리의 측정 

 

투자자심리 측정은 다음의 용치를 용하 다. 

Baker and Wurgler sentiment index(BWSI): Baker and Wurgler(2006)는 

투자자심리를 측정하기 하여 여섯 개의 각기 다른 투자자심리변수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Baker and Wurgler 심리지수를 생성하 다. 이때 Baker 

and Wurgler(2006)에서 사용된 변수들  미국의 자본시장과 다른 국내시장의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 심리지수 추정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상이하므로, 

국내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불균형, 주식형 펀드 유입액, 

소비자기 지수, 주식투자 치 , 상장주식 거래회 율, 주식자 조달비율의 

6 개 변수
2
를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변진호, 김근수,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ker and Wurgler(2006), 변진호, 김근수(2013)와 김정환(2014)을 

참고하여 투자자심리지수(ISI)를 생성하 다. 

BWSI 생성 차는 다음과 같다. 먼 , 개별 투자자심리변수들에서 경제여건의 

향을 제거한 변수를 생성한다. 개별 투자자심리변수들은 심리성분 이외에 

경제여건에 의해 움직이는 성분들이 있다. 따라서 개별 투자자심리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여건 변수들(산업생산 성장률, 내구재 소비의 실질 

성장률, 비내구재 소비의 실질 성장률, 서비스 소비의 실질 성장률, 고용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구하고, 이 회귀식의 잔차값을 개별 

투자자심리변수들의 용변수로 이용한다. 둘째, 개별 투자자심리변수들의 

용변수 여섯 개(t)와 이들 여섯 개 변수들의 선행(t-1) 값 여섯 개, 모두 

                                         
2
 여섯가지 투자자심리변수에 한 자세한 설명은 변진호, 김근수(2013) 논문을 참고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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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한다. 

주성분분석 결과 제 1 주성분과 개별 투자자심리변수  높은 상 계를 

보이는 여섯 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투자자심리지수를 얻었다. 이 게 구한 

여섯 개의 변수 값의 평균이 0, 표 편차가 1 이 되도록 여섯 개 변수 각각을 

표 화하여 투자자심리지수 생성에 사용한다. 

 

BWSI t =  

0.7723*매수-매도불균형 t + 0.2318*소비자기 지수 t + 

0.5050*상장주식거래회 율 t + 0.7620*매수-매도불균형 t-1 + 

0.2318*소비자기 지수 t-1 + 0.4688*상장주식거래회 율 t-1 

 

제 1 주성분과 여섯 개의 변수로 얻은 투자자심리지수 간의 0.99 의 

상 계를 보이므로, 열 두 개에서 여섯 개로 변수를 이는 과정에서 

정보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게 구한 

투자자심리지수(BWSI)값은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는데, 

Tobin’s q  흐름과의 교차변수 생성시 해석의 편의를 하여 

투자자심리지수 값이 0 이상의 값을 갖도록 투자자심리지수의 rank 값을 

구하여 최종 으로 투자자심리지수로 사용하 다. 

 

소비자심리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변수 측정을 해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국내통계’의 ‘주제별 통계’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기 지수’를 이용하 다. 

경제여건을 투자자심리지수에 반 하기 해서,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다섯 

가지 거시경제지표(산업생산 성장률, 내구재 소비의 실질 성장률, 비내구재 

소비의 실질 성장률, 서비스 소비의 실질 성장률, 고용 성장률)를 독립변수로, 

소비자기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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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ean and Zhao(2014)에서는 경기침체지수(NBER recession indicator)를 

추가하여 여섯가지 거지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으나, 국내지표  

경기침체지수에 응하는 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변수는 제외하 다. 

이 게 구한 회귀분석의 잔차값의 연평균값을 소비자심리지수로 사용하 다. 

이 잔차값은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는데, q  흐름과의 

교차변수 생성시 해석의 편의를 하여 잔차값의 최소값이 0 이상의 값을 

갖도록 모든 잔차값의 rank 값을 구하여 최종 으로 소비자심리지수로 

사용하 다. 

 

2.4. 기 통계량  상 계 
 

<표 1>의 Panel A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 통계량을 보여주며, Panel 

B 는 변수간의 상 계를 보여 다. BWSI 와 소비자기 심리지수(CSI)는 각각 원래 

값에 다섯 가지 서로 다른 거시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 고, 이 

회귀식의 잔차값들을 BWSI 와 CSI 로 사용하 다.  

 

3.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Tobin’s q  흐름 민감도 

 

3.1. 연구방법론 

 

실증 분석을 한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와 련한 

회귀분석식은 기 q 와 당기 흐름(CF)을 변수로 하고 있다. 

 

  , 
  ,   

=	    ,   +	  

   , 
  ,   

	+ 	  , ∙																													(1) 

 



９ 

 

당기의 투자에 한 의사결정시 q 값은 기에 측정된 값과 연 되는 반면, 

흐름의 경우 당기 자  황의 향을 받게 됨에 따라 q 는 기 

측정치를, 흐름은 당기 측정치를 변수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가 q 와 흐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한 비즈니스 사이클(E)과 투자자심리(S)의 상 계수인 β1 과 β2 에 

한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2) 

 

  , = 	 +	    +	    	+	  ∙																													(3) 

 

상기 식은 q 와 흐름에 한 E 와 S 의 한계 향을 측정하며, E 와 S 가 

횡단면상에서 실제투자에 향을 주는지 알려 다. 
3
Petersen(2009)은 자료에 

지속 인 기업효과가 존재한다면, 첫번째 회귀식을 통해 계산된 계수값의 

표 오차는 낮은 값으로 편향됨을 보여주었다. 
4

Petersen(2009)과 

Thompson(2011)은 이 경우 기업과 연도를 반 한 회귀분석의 표 오차는 

편향되지 않음을 보 다. 따라서, 식(2)와 식(3)을 (1)식에 입하고, 기업과 

연도의 고정효과를 추가하면, 식(4)가 만들어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Mclean and Zhao(2014) 연구 논문에서 인용된 Petersen(2009) 논문을 재인용 

4
 Mclean and Zhao(2014) 연구 논문에서 인용된 Petersen(2009), Thompson(2011) 논문

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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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한, (2), (3)과 마찬가지로 q 와 흐름의 상 계수에 한 E 와 

S 의 한계 향을 측정하며, 이러한 회귀분석식은 투자 련 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5
.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할 경우 

측치가 추정해야 할 계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서 식 (4)를 추정할 수 

없었다. 이에 패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고유효과를 추정하고자 하 다. 

패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있어 하우즈만 검정을 이용해서 패 자료에 

존재하는 개별효과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어느 모형으로 추정할 것인지를 

선택하 다. 

 

3.1.1. q 민감도 

 

식 (4)에서 상 계수 β3 과 β5 는 q 에 한 투자 민감도가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 동안 더 큰지 여부를 검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에는 융비용이 낮을 것이므로 β3 과 

β5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 신에 주식 발행이나 

부채 발행을 종속변수로 체하고 다시 측정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3.1.2. 흐름 민감도 

 

                                         
5
 Mclean and Zhao(2014) 연구의 논문에서 인용된 Fazzari, Hubbard, and Petersen 

(1988), Baker, Stein, and Wurgler (2003), Rauh (2006), Asker, Fare-Mensa, and Ljun-

qgvist (2011) 논문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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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β4 와 β6 은 흐름에 한 투자 민감도가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에는 더 낮다는 것을 검증한다. 이 체계에서는 주식 발행과 

부채 발행의 경우 흐름에 해 음(-)의 민감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낮은 흐름 기업일수록 외부 자 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효과는 주식 발행에 있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낮은 흐름 

기업의 경우 주식 발행에 비해 상환 부담이 있는 부채의 발행이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발행과 부채 발행 모두 경제 여건  투자자심리가 

개선될수록 흐름에  더 음(-)의 민감도를 가지게 되며, 이는 외부 

자 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본 시장에 근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3.2. 실증 결과 

 

3.2.1. 투자 

 

<표 2>는 식 (4)에서 투자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 다. 변수간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는 (1) 회귀분석에서는 투자에 한 q 와 흐름의 

상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유의 이다. (2)~(5) 회귀분석에서는 

경제 여건 는 투자자심리 변수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6)~(9) 

회귀분석에서는 동일 회귀분석 내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q 에 

한 투자 민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흐름에 한 민감도는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른 q 에 한 민감도 

결과의 경제  유의성을 평가하기 하여 Expansion 과 BWSI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6)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q 와 Expansion 상호작용의 계수값은 

0.036(t-값=3.169)이고, 흐름과 Expansion 상호작용의 계수값은 0.04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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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0.714)이다. 한, q 와 BWSI 상호작용의 계수값은 0.145(t-값=6.679)이고, 

흐름과 ISI 상호작용의 계수값은 -0.513(t-값=-4.210)이다. 여기서 BWSI 가 

자신의 평균값인 0.475 라고 가정하면, 체 인 q 계수값은 경기확장기의 

경우 -0.016+0.145x0.475+0.036=0.089 이고, 경기쇠퇴기의 경우 -

0.016+0.145x0.475=0.053 로 경기쇠퇴기의 q 계수값이 경기확장기보다 41%가 더 

낮다. 이는 투자 민감도에 한 비즈니스 사이클 변수의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고, 경제 으로도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투자자심리에 따른 민감도 

결과를 살펴보면 q 에 한 투자 민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흐름에 한 민감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에 한 투자자심리의 

한계 향을 확인하기 하여 비즈니스 사이클이 경기 확장기이고, BWSI 가 

25 분 인 경우와 75 분 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낮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체 인 q 계수값은 -0.016+0.036+0.145x0.250=0.056,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경우 -0.016+0.036+0.145*0.679=0.118 로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q 계수값이 

낮은 투자자심리 기간보다 211% 높다. 투자자심리에 따른 흐름 민감도를 

확인해 보면 투자자심리가 낮은 경우 체 인 흐름 계수값은 0.985 이고, 

투자자심리가 높은 경우 0.765 로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흐름 계수값이 

낮은 투자자심리 기간보다 22% 낮다. <표 2>의 결과는 반 으로 본 연구의 

가설과 일 되며, q 에 한 투자 민감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2.2. 고용 성장 

 

본 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 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사결정시 

융비용에 의해 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 식 

(4)에서 종속변수를 투자에서 고용 성장으로 체하고 재측정을 수행하 다. 

측정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1) 회귀분석에서는 q 와 흐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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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통계 으로 유의 이었으며, 이는 

높은 q 와 높은 흐름을 가진 기업이 고용 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 다. q 에 한 민감도가 양(+)인 것은 강한 성장 기회를 가진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흐름에 한 민감도가 양(+)인 것은 고용 

성장이 기업의 한 내부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회귀분석에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는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 고, (6)~(9) 회귀분석에서는 동일 회귀분석 내에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 다. (2)~(9) 회귀분석에서는 가설을 

지지할 만한 유의 인 결과값을 얻지 못하 다. 이는 국내의 경우 기업의 

성장 기회와 흐름은 고용에 유의 인 향을 미치나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와 같은 거시경제변수는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3.2.3. 주식 발행 

 

<표 2>의 결과는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심리기간에 q 에 한 투자 

민감도는 증가하고, 흐름에 한 투자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에 해서는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에 

외부자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기가 개선되고, 투자자심리가 상승한다면, 높은 

q 와 낮은 흐름을 가진 기업은 더 많은 자 을 모으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향을 검증하기 하여 식 (4)에서 주식 발행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표 4>의 (1) 회귀분석에서는 주식 발행이 q 와 함께 

증가하고,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높은 q 와 낮은 

흐름을 가진 기업이 많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회귀분석에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는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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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회귀분석에서는 동일 회귀분석 내에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 다. 반 으로 주식발행과 

련하여 가설을 지지할 만한 유의 인 결과를 얻지 못하 으나, 비즈니스 

사이클  Expansion 의 경우 q 에 한 주식 발행 민감도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2.4. 부채 발행 

 

<표 5>의 결과는 식 (4)에서 부채 발행을 종속변수로 두고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며, 반 으로 경기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경우 q 에 한 

부채발행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의 경우 흐름에 

한 부채발행은 음(-)의 민감도를 보임에 따라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흐름에 한 부채발행의 민감도가 음(-

)의 값을 보이나 유의 이지 않은 경우는 낮은 흐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외부자 을 더 필요로 하지만, 부채발행의 경우 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자  

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외부자 조달 비용에 한 체 테스트(alternative test) 

 

4.1.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  고용 성장률 

 

이번 에서는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에 한 투자  고용의 민감도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4.1.1.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  고용 성장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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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측정하기 한 용치로 기업이 기에 

배당을 지 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이러한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한 측정은 이  연구 결과에 기 하 으며, 

6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과 Almeida, Campello, and 

Weisbach(2004)의 이  연구에서 배당을 지 하지 않는 기업이 재무  제약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바 있다.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외부자  조달 비용의 계를 테스트하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5) 

 

식 (5)는 기업과 연도의 고정 효과를 포함한다. 한, 우측의 변수들은 

독립 인 재무  의존성 변수와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지수와 

상호작용시 재무  의존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식을 이용한 투자와 

고용 변수에 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상기 테스트는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함에 따라 경기 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에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덜 의존 인 기업과 비교하여 상 으로 투자와 고용에 

있어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에 한 민감도가 더 높은지 여부를 

확인한다. 

 

4.1.2.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  고용 성장률: 결과 

                                         
6
 Mclean and Zhao(2014) 연구의 논문에서 인용된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Almeida, Campello, and Weisbach(2004) 논문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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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panel A 는 재무 으로 의존 인 기업의 경우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기 확장기와 높은 투자자심리 기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경기 

쇠퇴기와 낮은 투자자심리 기간에는 더 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를 들어 (3)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 쇠퇴기에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는 -0.121 만큼 낮으나, 경기 확장기에 투자는 -0.121+0.064=-

0.057 로 경기 쇠퇴기에 비해 0.064 만큼 더 높은 값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panel B 고용 증가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측정된다. <표 6>의 결과를 

통해 재무 으로 의존 인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에 

해 투자  고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의 q 와 흐름에 한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연구 

결과와 일 성을 가진다. 

 

4.2. 미래 업 성과 

 

이번 에서는 융 비용이 높고 낮은 상태에 따라 투자에 한 업 

성과를 다르게 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융비용이 

투자 제약 상태를 만들고, 경 자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로젝트에 

투자한다면, 높은 비용 상태에서의 투자는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측하게 

한다. 왜냐하면, 경 자는 융비용이 높다면, 수익률이 낮은 투자는 생략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테스트하기 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측정하 다. 

 

       	    ,   	  	   

=   +	  +	  

  , 
  ,   

+	  

  , 
  ,   

	× 	  +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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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종속변수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연속 인 3 개년 동안 측정된 

평균 연간 return-on-assets(ROA)이다. 연간 ROA 는 업이익을 기 

총자산으로 나 어 측정한다. 독립변수에는 투자, 투자와 경제 여건간 

상호작용, 투자와 투자자심리간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기업  연도 고정 

효과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융비용이 높은 시기의 투자에 한 

ROA 는 더 강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의 경제 여건  

투자자심리와의 상호작용은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표 7>의 결과는 반 으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ROA 측정을 해 t+1 기에서 t+3 기까지 3 개년 성과를 

측정해야 함에 따라 측정 상 기간이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로 11 년이라는 

비교  단기간이 용된 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 향후 측정 

상 기간을 확 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가 기업의 투자, 고용, 

외부자 조달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  일부 주식발행과 련한 민감도를 

제외한 기타 변수에 해서는 반 으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에 따른 q  흐름에 한 

투자 민감도의 경우 통계 으로나 경제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체 테스트의 경우도 재무  의존도와 련하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사이클과 투자자심리를 동시에 살펴 으로써, 한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효과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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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를 가지며,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석의 경우 향후 거시경제지표에 한  

통계데이터 기간이 증가하고,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이 추가될 

경우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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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기 통계량  변수간 상 계 

Panel A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 통계량을 보여주며, Panel B 는 

변수간의 상 계를 보여 다. 경기확장기(Expansion)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 순환일  경기순환국면 도표’를 참조하여 

경기확장기 변수를 측정하 다. 이 도표에서는 기 순환일의 에서 

정 까지를 ‘확장기’, 정 에서 까지는 ‘수축기’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기’가 연  6 개월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의 경우 산업생산 변수 측정을 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국내통계’의 ‘주제별 통계’  ‘경기, 

기업경 (사업체)’에 속해 있는 ‘ 산업생산지수(계 조정지수)’를 

이용하 다. 이 값이 월 비 증가하면 양(+), 감소하면 음(-)으로 하여, 

양(+)의 값이 연  6 개월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투자자심리  Baker and Wurgler sentiment index(BWSI)의 경우 측정 방법은 

Baker and Wurgler 의 측정 방법에 따라 용하 으나, 변수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용하 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변수 측정을 

해 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국내통계’의 ‘주제별 통계’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기 지수’를 이용하 다. 

Tobin’s q(q)는 시장자본가치에서 장부자본가치를 차감하고, 장부자산가치를 

가산한 값을 장부자산가치로 나  값의 자연로그로 측정하 다. 흐름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가산한 값을 기 의 

장부상 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투자의 경우 총자산의 증가와 

연구개발비용의 합을 기 총자산의 합으로 나 어 측정하 다. 고용 성장의 

경우 고용인원의 변동으로 측정하 다. 주식 발행의 경우 장부상 자본의 

변동에서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더하고, 이익잉여 의 변동을 차감한 값을 

기 총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부채 발행의 경우 자산의 변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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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자본의 변동  이연법인세 변동을 차감한 값을 기 자산으로 나 어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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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 초통계량 

변수 측치 평균값 편차 
25th 

percentile 
앙값 

75th 

percentile 

Expansion 13 0.692 0.480 0.000 1.000 1.000 

Indus. Prod. 13 0.692 0.480 0.000 1.000 1.000 

Sentiment 13 0.475 0.296 0.250 0.464 0.679 

CSI 13 0.475 0.296 0.250 0.464 0.679 

q 5,016 1.031 0.533 0.706 0.895 1.181 

현 흐름 5,343 0.070 0.084 0.033 0.070 0.114 

자 5,343 0.084 0.194 -0.019 0.055 0.148 

고 가 5,331 -0.004 0.186 -0.043 0.000 0.049 

주식 행 5,223 0.011 0.150 -0.007 0.000 0.016 

채 행 5,343 0.028 0.202 -0.039 0.009 0.072 

 

Panel B : 상 계 

  Expansion
Indus. 

Prod 
Sentiment CSI q 현 흐름 자 고 가 주식 행 채 행 

Expansion 1 
  

 
      

Indus.Prod 0.278 1 
 

 
      

Sentiment 0.110 0.235 1  
      

CSI 0.612 0.152 0.042 1       

q 0.118 -0.021 -0.119 0.106 1 
     

현 흐름 0.036 -0.005 0.038 0.054 0.227 1 
    

자 0.004 -0.168 -0.047 -0.016 0.496 0.347 1 
   

고 가 -0.009 -0.071 -0.035 0.016 0.252 0.189 0.374 1 
  

주식 행 -0.027 0.038 0.022 -0.032 0.200 -0.030 0.403 0.158 1 
 

채 행 -0.024 -0.151 -0.074 -0.024 0.366 0.035 0.665 0.330 0.1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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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실물 투자 

이 표는 투자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1) (2) (3) (4) (5) (6) (7) (8) (9) 

q(t-1) 0.031*** 0.008 0.013 -0.006 -0.003 -0.016* -0.003 -0.013 -0.005 

(4.409) (0.904) (1.576) (-0.673) (-0.309) (-1.757) (-0.290) (-1.502) (-0.608) 

현 흐름 0.856*** 0.853*** 0.869*** 1.102*** 0.858*** 1.065*** 0.860*** 1.068*** 0.851*** 

(20.745) (14.208) (14.607) (15.264) (11.929) (12.986) (11.926) (13.576) (11.160) 

Expansion*q(t-1) 0.058*** 0.036*** -0.007 

(5.279) (3.169) (-0.324) 

Expansion*현 흐름 0.004 0.048 0.061 

(0.065) (0.714) (0.542) 

Indus. Prod.*q(t-1) 0.054*** 0.033*** 0.027** 

(5.034) (2.979) (2.177) 

Indus. Prod.*현 흐름 -0.021 0.063 0.001 

(-0.313) (0.920) (0.014) 

Sentiment*q(t-1) 0.164*** 0.145*** 0.148*** 

(7.867) (6.679) (6.867) 

Sentiment*현 흐름 -0.527*** -0.513*** -0.537*** 

(-4.338) (-4.210) (-4.332) 

CSI*q(t-1) 0.113*** 0.122*** 0.091*** 

(6.410) (3.598) (4.499) 

CSI*cf(t) -0.009 -0.092 0.003 

(-0.077) (-0.478) (0.027) 

상수항 -0.036*** 0.112*** -0.034*** -0.034*** -0.019* 0.089*** 0.115*** -0.017 -0.027** 

 (-3.419) (8.363) (-2.802) (-3.116) (-1.730) (6.494) (8.577) (-1.255) (-2.238)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패널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측치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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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고용증가 

이 표는 고용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1) (2) (3) (4) (5) (6) (7) (8) (9) 

q(t-1) 0.039*** 0.040*** 0.042*** 0.036*** 0.043*** 0.038*** 0.042*** 0.039*** 0.044*** 

(5.161) (4.495) (4.986) (3.979) (4.540) (3.864) (4.516) (4.109) (4.593) 

현 흐름 0.381*** 0.351*** 0.276*** 0.350*** 0.300*** 0.323*** 0.297*** 0.273*** 0.247*** 

(8.601) (5.446) (4.320) (4.486) (3.885) (3.640) (3.826) (3.206) (3.010) 

Expansion*q(t-1) -0.003 -0.005 0.015 

(-0.255) (-0.411) (0.672) 

Expansion*현 흐름 0.047 0.047 -0.082 

(0.648) (0.652) (-0.678) 

Indus. Prod.*q(t-1) -0.009 -0.012 -0.007 

(-0.807) (-0.993) (-0.535) 

Indus. Prod.*현 흐름 0.164** 0.168** 0.149* 

(2.283) (2.282) (1.956) 

Sentiment*q(t-1) 0.012 0.015 0.020 

(0.539) (0.633) (0.838) 

Sentiment*현 흐름 0.062 0.054 -0.001 

(0.471) (0.406) (-0.010) 

CSI*q(t-1) -0.013 -0.034 -0.007 

(-0.684) (-0.922) (-0.310) 

CSI*cf(t) 0.160 0.271 0.077 

(1.280) (1.306) (0.582) 

상수항 -0.036*** 0.112*** -0.034*** -0.034*** -0.019* 0.089*** 0.115*** -0.017 -0.027** 

 (-3.419) (8.363) (-2.802) (-3.116) (-1.730) (6.494) (8.577) (-1.255) (-2.238)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패널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측치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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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주식 발행 

이 표는 주식 발행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1) (2) (3) (4) (5) (6) (7) (8) (9) 

q(t-1) 0.030*** 0.012 0.033*** 0.028*** 0.020*** 0.016* 0.020*** 0.030*** 0.022*** 

(4.527) (1.583) (5.668) (4.346) (2.995) (1.810) (3.081) (4.516) (3.311) 

현 흐름 -0.225*** -0.190*** -0.190*** -0.102* -0.215*** -0.088 -0.220*** -0.087 -0.197*** 

(-5.680) (-3.351) (-4.022) (-1.741) (-3.566) (-1.117) (-3.637) (-1.322) (-3.069) 

Expansion*q(t-1) 0.041*** 0.044*** 0.094*** 

(4.032) (4.152) (4.970) 

Expansion*현 흐름 -0.059 -0.057 -0.188* 

(-0.926) (-0.889) (-1.850) 

Indus. Prod.*q(t-1) -0.009 -0.012 -0.030*** 

(-1.053) (-1.286) (-2.770) 

Indus. Prod.*현 흐름 -0.044 -0.021 -0.023 

(-0.728) (-0.350) (-0.366) 

Sentiment*q(t-1) 0.006 -0.019 0.014 

(0.337) (-0.915) (0.784) 

Sentiment*현 흐름 -0.269** -0.219* -0.270** 

(-2.353) (-1.798) (-2.333) 

CSI*q(t-1) 0.029** -0.102*** 0.057*** 

(2.041) (-3.410) (3.282) 

CSI*cf(t) -0.026 0.239 -0.030 

(-0.238) (1.325) (-0.266) 

상수항 -0.003 0.032** -0.016 -0.017 -0.020 0.036*** -0.024 -0.013 -0.015 

 (-0.317) (2.548) (-0.370) (-0.399) (-0.454) (2.780) (-0.560) (-0.301) (-0.33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패널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측치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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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부채 발행 

이 표는 부채 발행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1) (2) (3) (4) (5) (6) (7) (8) (9) 

q(t-1) 0.014** -0.011 -0.007 -0.029*** -0.026*** -0.039*** -0.026*** -0.037*** -0.029*** 

(2.298) (-1.478) (-0.977) (-4.088) (-3.511) (-5.052) (-3.455) (-4.980) (-3.808) 

현 흐름 0.013 0.024 0.025 0.318*** 0.090 0.289*** 0.098 0.274*** 0.070 

(0.369) (0.462) (0.489) (5.156) (1.453) (4.122) (1.579) (4.080) (1.066) 

Expansion*q(t-1) 0.060*** 0.034*** -0.042** 

(6.391) (3.471) (-2.309) 

Expansion*현 흐름 -0.018 0.036 0.205** 

(-0.303) (0.627) (2.136) 

Indus. Prod.*q(t-1) 0.060*** 0.035*** 0.026** 

(6.518) (3.691) (2.433) 

Indus. Prod.*현 흐름 -0.020 0.083 0.038 

(-0.342) (1.430) (0.623) 

Sentiment*q(t-1) 0.194*** 0.176*** 0.178*** 

(10.870) (9.485) (9.611) 

Sentiment*현 흐름 -0.653*** -0.639*** -0.670*** 

(-6.286) (-6.132) (-6.322) 

CSI*q(t-1) 0.135*** 0.192*** 0.115*** 

(8.923) (6.585) (6.566) 

CSI*cf(t) -0.157 -0.435*** -0.165 

(-1.581) (-2.641) (-1.573) 

상수항 -0.014 0.117*** 0.003 -0.010 0.004 0.090*** 0.121*** 0.023** 0.011 

 (-1.469) (10.216) (0.251) (-1.050) (0.457) (7.676) (10.495) (1.991) (1.017)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패널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측치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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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재무  의존도 

이 표는 투자(Panel A)와 고용 증가(Panel B)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재무  의존도의 경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측정하기 한 용치로 기업이 기에 배당을 지 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의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회귀식은 재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에 한 투자  고용의 민감도를 테스트한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Panel A: 자 

  (1) (2) (3) (4) (5) (6) (7) (8) (9) 

Findep 
-0.078*** -0.074*** -0.121*** -0.081*** -0.081*** -0.077*** -0.079*** -0.116*** -0.117*** 

(-9.232) (-7.545) (-12.724) (-8.187) (-7.921) (-7.073) (-7.599) (-11.058) (-10.792) 

Findep*Expansion 
-0.006 -0.006 -0.014 

(-0.871) (-0.923) (-1.598) 

Findep*Indus.Prod 
0.064*** 0.066*** 0.065*** 

(9.586) (9.650) (9.604) 

Findep*Sentiment 
0.007 0.008 -0.015 

(0.570) (0.647) (-1.247) 

Findep*CSI 
0.006 0.022 -0.009 

(0.538) (1.443) (-0.797) 

패널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측치 5,343 5,343 5,343 5,343 5,343 5,343 5,343 5,343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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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고  가 

  (1) (2) (3) (4) (5) (6) (7) (8) (9) 

Findep 
-0.035*** -0.033*** -0.050*** -0.040*** -0.025*** -0.038*** -0.027*** -0.051*** -0.039*** 

(-6.016) (-4.404) (-6.850) (-5.179) (-3.222) (-4.285) (-3.326) (-6.081) (-4.485) 

Findep*Expansion 
-0.003 -0.003 0.008 

(-0.411) (-0.499) (0.867) 

Findep*Indus.Prod 
0.022*** 0.022*** 0.024*** 

(3.405) (3.271) (3.670) 

Findep*Sentiment 
0.012 0.012 0.005 

(1.030) (1.067) (0.396) 

Findep*CSI 
-0.018* -0.027* -0.024** 

(-1.655) (-1.824) (-2.145) 

패널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측치 5,331 5,331 5,331 5,331 5,331 5,331 5,331 5,331 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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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비즈니스 사이클, 투자자심리와 투자수익률 

이 표는 업성과에 한 회귀식의 결과를 보여 다. 회귀식에서의 종속변수는 투자가 이루어진 후 연속 인 3 개년 동안 측정된 평균 

연간 return-on-assets(ROA)이며, 연간 ROA 는 업이익을 기 총자산으로 나 어 측정한다. 각 회귀계수에 한 t 값을 각 계수 값 

아래에 있는 호( ) 안에 표기하 으며, 1%, 5%  10%의 통계  유의 수 에 따라 각각 ***, **, *으로 표기하 다. 

  (1) (2) (3) (4) (5) (6) (7) (8) (9) 

Investment 
0.002 0.011 0.019** 0.007 0.014 0.015 0.020 0.015 0.024** 

(0.399) (1.050) (2.234) (0.595) (1.361) (1.050) (1.565) (1.335) (2.140) 

Expansion*investment 
-0.012 -0.012 -0.002 

(-0.999) (-0.992) (-0.103) 

Indus.Prod*investment 
-0.029*** -0.029*** -0.027** 

(-2.643) (-2.606) (-2.374) 

SENT*investment 
-0.011 -0.010 -0.003 

(-0.460) (-0.446) (-0.141) 

CSI*investment 
-0.027 -0.025 -0.015 

(-1.358) (-0.926) (-0.708) 

Observations 4,063 4,063 4,063 4,063 4,063 4,063 4,063 4,063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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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to examine external elements which affect the company 

when it tries to raise capital from financial market to invest it to real 

investment. We study empirically how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like the 

business cycle or investor sentiment have effect on the investment, 

employment, and external financing of the company. By examining business 

cycle and investor sentiment simultaneously,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effect of one while controlling for the other and to compare the relative 

effects of both variables, it is more meaningful than existing literatures. 

Using Tobin’s q as indicator of investment opportunity, and cash flow as a 

variable for condition for capital limits, this study conducted sensitivity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business cycle and investment 

opportunity on real investment. This study intended to test the following 

hypothesis. At the time when economy is expanding and investor sentiment 

is high, if external finance is less costly, investment, employmen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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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ance and debt issuance will be more sensitive to Tobin’s q value of the 

previous period(t-1 period), and sensitivity levels of investment and 

employment to cash flow will be lower, and share issuance and debt issuance 

will have negative sensitivity to cash flow.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ed to 

test another hypothesis that investment and employment growth of financially 

constrained company will be more sensitive to the business cycle and 

investor sentiment, and that when economy is in recessions and investor 

sentiment is low, return of investment will be higher.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in general the hypotheses were proven true, except for 

sensitivity of variables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and share issuance. 

In particular, the investment sensitivity to q and cash flow are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Keywords : Business cycle, Investor sentiment, investment, share 

issuance, Debt issuance 

Student Number : 2000-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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