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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 등 불완전한 금융시장의 특성은 기업투자

를 위한 자금조달을 제약한다.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써 자금의 차입자인 기업은 토지자산을 비롯한 유형 자산을 담보로 제공

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이 때 담보 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투자재

원을 낮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기업 투자의 규모도 커진다. 

이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담보가치가 확대한다면 자산보유량의 변화 

없이도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산 가격 변동은 기업투자규모와 나아

가 실물 경기를 변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로를 확인하기 위

해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지가 상승기를 

기준으로 상승기 이전 토지보유량과 순 토지 매입량이 상승기 이후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횡단면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본은 

국내 기업 중 2000년 이전에 상장한 422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분석 결과, 지가 상승기 이전 토지보유와 순 매입량은 기업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가 상승기 이전 토지보유량과 

순 매입량이 1%p씩 높아질 때 기업투자는 각각 0.023%p, 0.0079%p

씩 높아졌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도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투

자의 자금조달 경로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기업투자, 토지보유, 지가변동, 금융시장 불완전성, 담보대출

학  번 : 2014 -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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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실물경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기업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제약을 건다. 먼저 정보비대칭이란 자금을 대여

해주는 대부자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차입자에 비해 기업내부, 외부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의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대리인 문제는 주주를 대신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장기

적 기업성장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추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주가 경영

자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이

러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해 대부자는 빌려준 자금의 상환에 대한 

불확신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므로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제공여부에 따라 자금을 대여해주고자 한다. 따라서 차입자의 상대

적인 조달비용은 그의 신용도나 담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

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용도나 제공한 담보가치가 높을수

록 비용은 감소한다. 이 때 만약 신용도와 담보자산의 가치에 변화가 생

기면 자금차입기업의 차입규모와 비용이 영향을 받게 되며 결국 기업의 

투자규모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자산 

가격 변동이 기업투자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업투자의 변동이 실물경제와 가지는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소비, 

정부지출, 해외수요 등과 함께 국민총수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투자는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높여 미래의 생산능력과 국민소

득 증가에 기여한다. 투자는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모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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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므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며 개별기

업의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

호를 제공하여 주가를 비롯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권오상, 이

장우, 김태혁(2013), 최정호, 김지수(1996)). 따라서 기업투자를 결정

하는 요인은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에도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아우르는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이 실물경

제의 성장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

다. Fisher(1933)에서는 자산가격의 하락이 실물경제의 경기변동을 야

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높은 부채수

준을 가진 경제가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자산의 초

과공급은 자산가격을 떨어뜨리며 또 다시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산가격의 붕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투

자와 생산을 감소시킨다. Fisher의 연구에서는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연계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완전성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자

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정보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 같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이 이러한 연계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되었다(Bernanke, Gertler 

(1989), Bernanke, Gertler, Gilchrist (1996), Kiyotaki, Moore 

(1995)).

Kiyotaki, Moore(1995)은 불완전한 금융시장을 가정하여 자산가격 

변동과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이 경제에 미친 일시적 충격을 증폭하는 과

정을 보여주었다. 먼저 내구자산에 담보물과 생산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

할을 부여하였으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대부기업은 차입기업에게 상

환을 요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완전금융시장을 나타냈다. 일시적 충격

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차입기업의 담보가치가 축소되고 그 기

(period)의 실질투자는 감소한다. 투자 감소는 다음 기의 생산감소로 연

결되어 다시금 차입제약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

환은 일시적인 충격을 지속적이고 더 큰 충격으로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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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간접금융시장에서 토지자산을 담보로 기업대출

이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외환위기 이후에도 토지자산가

격의 변동이 기업의 대출여력과 설비투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지가 상승기를 기준으로 

상승기 직전에 매입한 토지보유량이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담보가치가 

확대되어 기업투자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지가 상승기 직전의 토지 순 매입량과 보유량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향후 투자를 위한 담보가치로써 역할을 수행한

다. 이 때 지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인 토지매입 없이도 담보가치가 상승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기업투자여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가상승 이후 담보대출여력과 투자규모는 과거 토지보유량과 순 매입량

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가 상승기 직전

의 토지 순 매입량과 보유량은 지가 상승기 이후의 기업투자를 설명하는 

설명변수가 된다.

본 연구는 Kiyotaky and Moore(1995)의 Credit Cycle 이론을 토

대로 지가 상승기 이전의 토지보유량과 토지 순 매입량이 지가 상승기 

이후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다. 만일 계수 추정치가 양수

(+)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토지보유와 순 매입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투자가 늘어난 것을 뜻하므로 토지자산가격의 상승이 기업의 담보대

출여력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 

통제변수로는 토빈의 Q, 기업내부 현금흐름, 레버리지 등을 포함하였다. 

변수의 자세한 설명은 2장을 참고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기업투자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투자수

요가 결정되는 방식에 관해서는 이제껏 많은 이론과 실증연구가 수행되

어왔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자본조달방식과 투자수요결정의 연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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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Modigliani, Miller(1958)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이나 대리인 문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이라

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이 투자규모에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이 확연히 존재하므로, 이후의 이론 및 실증연구들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가정 하에 기업 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

갔다. 

  기업의 재무적 제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 연구 중 하나

인 Fazzari et al(1988)는 자본시장 불완전성의 근거로써 기업의 재무

제약과 투자 사이에 선형적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후 연

구에서는 기업 내부자금과 투자 간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단조성의 관계

가 성립함이 밝혀졌고(Cleary et al(2007), Hovakimian(2009)), 최근

에는 애초에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기업의 내부자

금과 투자 간의 관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Kaplan and Zingales(1997), Alti(2003)). 국내 기업을 대

상으로 현금흐름과 기업투자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동령(2006), 구재운

(2007)이 있으며 김미형(2003)은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현금흐름과 투

자 간의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김준한, 이

명수(2009)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자금조달에 있어서 간접금융시

장보다 직접금융시장에 더 의존하게 된 것을 보였으며, 손판도, 이태주

(2011)은 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위의 연구들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하에 기업투자와 재무적 제약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변동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아니다. Olivier(2000), 

Caballero and Hammour(2002)는 자산가격의 상승이 투자와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Goyal, Yamada(2001), Chirinko 

and Schaller (2001)는 1980년대 일본 주식시장의 거품현상이 일본 

기업의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으며 국내 연구 중에서는 

김신행(2003)에서 토지자산가격과 경제성장 간 정(+)의 관계를 이끌어



- 5 -

냈다. 김신행(2003)은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자산의 가격상승이 

기대될 때 경제주체의 합리성으로 인해 자본축적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

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투자 간의 관계에서 자산의 담보역할을 강조하

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Bester(1987)는 자금조달시장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차계약에서 담보가 지정되는 현

상을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Bester의 연구는 담보로 지정된 자산의 

가격변동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불완전 

금융시장에서 대부자가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분석해냈다. Bernanke, 

Gertler, Gilchrist(1996)는 대리인 비용이 높은 차입자는 담보를 제공

함으로써 자금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을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종류

의 차입자는 경기하강기에 담보가치가 감소하면서 다른 차입자들에 비해 

더 빠르게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차입자 간 비대칭적인 투자, 

생산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냈다. 

  Jie Gan(2007)은 1990년대 초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토지가격의 급

격한 하락이 기업투자의 감소를 일으켰는지를 횡단면적으로 추정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를 겪으며 지가가 하락했을 때 일본 기업이 보

유한 토지의 가격하락이 기업투자의 감소에 영향을 끼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버블 붕괴에 기인한 토지가격의 하락은 일본 기업투자

의 감소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

구로는 한국 경제에서 기업의 보유한 토지의 시장가치 변화가 투자에 미

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김태기, 오근엽(2013)이 있다. 1980

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시계열을 동태적 GMM을 이용해 추정하여 설

명변수의 장, 단기적 영향력을 동시에 파악하였고, 추정 결과 국내 기업

의 토지보유가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가 상승기 

직전 기업의 토지보유량과 순 매입량이 이후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

을 횡단면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김태기, 오근엽

(2013)에서 외환위기 이후 토지담보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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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환위기 이후 토지자산이 기

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1997년 외

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의 구조와 기업투자의 면모가 변화함에 따라 위

기 이후 토지자산시장과 담보대출, 그리고 기업투자에까지 미치는 일련

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재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1)

  본 논문이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경우 매 기

(period)마다 토지의 시장가치 변동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

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토지 가격 변동과 토지 보유량 변동은 동일

하게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를 변동시킨다. 반면 본 논문은 과거 특정 

시기에 기업이 순 매입했거나 보유했던 고정된 토지스톡이 자산가격 상

승을 거치며 미래 투자규모 확대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파악하였다. 따라

서 토지 가격의 변동성이 본 연구의 핵심이 된다. 즉, 토지의 시장가치

와 담보대출여력의 확대 원인을 오직 토지 가격의 변동으로만 봄으로써 

토지매매의 영향력을 배제하였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

별성을 띠게 되며, 토지 보유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산가격 변동만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가 상승기 직전 개별 기업이 순 매입한(혹은 순 매도한) 

토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 Recent Purchase 변수를 추가하여 단순히 

기업이 그 시점에 보유했던 토지스톡이 투자에 미친 영향력과 구분하였

다. 예를 들어 % Recent Purchase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유의한 양수

를 보이고, 토지보유량의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면 이는 

1) 김대수, 전봉걸(2007)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GDP가 1% 변동할 때 설비투자는 

1.5%변동했으나, 외환위기 이후는 0.9% 변동으로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강태수, 서유

정(2006)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기업투자 역시 2000년대 들어 감

소하였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보수화와 차

세대 성장산업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무 구조를 개선해나가고자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

을 향상시켜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에서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1989년도 연평균 35.7%에서 외환위

기 2001~2006년도 연평균 9.9%로 감소했으며, 내부자금 비 중이 동기간 35.1%에서 

81.3%로 증가하였다. (구본성(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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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업이 그 시점에 보유한 토지스톡은 기업투자에 영향력을 끼치

지 않고 지가 상승 이전에 순 매입하게 된 토지가 투자의 확대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에 보유한 토지

스톡이 아주 많더라도 순 매입했던 토지비율이 낮다면 투자는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투자에 대한 토지보유의 영향력을 추정할 때 두 변수

를 구분하여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은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투자는 지가 상승기 직전

의 토지보유스톡과 순 토지 매입량에 모두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지

가 상승이 담보가치와 투자의 확대에 유의하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 지가변동률의 흐름을 

확인하고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회귀식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회계자료

를 분석에 사용 가능한 경제적 변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실증

분석은 4장에서 이루어지며 5장은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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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주 2) 2002년 8.98%,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9%

제 2 장 회귀모형 및 변수설명

제 1 절 국내 토지가격의 변동과 담보대출

[그림 2-1] 지가상승률 변화 추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시장의 가격변동과 이에 뒤따른 부동산 규

제 및 활성화 정책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지속

적으로 주요한 사안이다. 부동산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은 60, 70년대에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부동산투기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1975년과 

1979년 사이 지가변동률은 20~3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8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80년대 후반의 지가상승률의 경우 최저 7%, 

최대 31.97%에 달했다(장상환 (2004)). 이 시기에 토지자산의 가격이 

지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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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김성식(1999)에

서는 60~8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실물경기가 상승하자 풍부해진 

유동성이 토지, 주택, 주식 등의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1991년 12.8%, 1993년 -7.38%를 나타낸 이후로 90

년대 내내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후, 

1998년의 국내 지가변동률은 -13.6%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극복 이

후, 자산시장의 더 큰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축소하였고, 그 결과 2002년 8%의 상승률을 기

록하며 토지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토지가격은 이후 2005년까

지 연평균 3~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각종 부동산 안

정화 대책으로 토지시장이 잠깐 위축되었으나, 뉴타운 재개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등의 개발사업 호재가 발표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

로 다시 지가상승이 두드러졌다. 일부 지역의 거주용 택지가격이 2006

년 지가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감정원 2006). 이

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 이전까지 토지가격은 평균 3%의 지속

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고 2009년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약 1~2%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가상승에 기인한 토지의 담보가치 확대가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을 용

이하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

식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은 크게 내부

자금조달방식과 외부자금조달방식으로 구분된다. 내부자금조달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외부자금조달은 주

식이나 채권을 통한 직접자금조달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자금

조달의 방식이 있다. 이 때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에서 담보대출비중이 높

아야 토지자산의 가격 상승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조업 기업 설비투자의 자금조달

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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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2007 2008 2009

외부자금 22.44 16.69 17.69

  (금융기관차입)  (64.19)  (56.43)  (61.64)

  (기타)  (35.81)  (43.57)  (38.36)

내부자금 77.56 83.31 82.31

소계 100 100 100

[표 2-1] 제조업 기업의 자금 조달별 설비투자

주 1) 단위 %

주 2)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

주 3) 외부자금 중 기타항목에는 주식발행과 회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을 포함한다.

  2007년 전 제조업 기업의 설비투자의 경우 외부자금의 비중이 

22.44%이며 내부자금의 비중은 77.56%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거치며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해가는 보수적인 

기업경영이 지속되면서 점차 내부 현금흐름을 이용한 설비투자를 선호하

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비록 외부자금조달의 비중이 

내부자금조달에 비해 낮지만, 외부자금조달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차지하

는 비중은 높다. 게다가 일반은행의 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약 50%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자산의 가치 상승은 

담보대출여력을 확대시켜 기업투자를 위한 외부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2)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토지가격이 오르기 시작된 시기인 2002

년부터 2005년까지의 총 4년을 지가 상승기로 구분하였다. 지가 상승기 

직전인 2001년을 기준으로 토지보유량 변수와 토지 순매입 비율 변수를 

추정하였으며, 지가 상승기 직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4년을 기

준으로 기업투자변수와 나머지 통제변수들을 추정했다. 제 3장에서 변수

의 자세한 추정법을 확인한 후, 제 4장에서 2001년에 측정된 토지보유

량과 토지의 순 매입량이 4년 동안의 지가 상승 이후 기업투자에 어떻

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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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및 변수설명

  추정에 이용될 표본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장되어 2000년

부터 2008년 사이에 누락된 수치가 없는 422개 제조업체를 선정하였

다. 각 기업별 자료로 한국신용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가 

제공하는 회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제공받은 회계 원자료를 회귀

식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이자율과 물

가상승률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변수로 변환하였다. 변수 변환에 필요한 

회사채 이자율과 CD유통수익률, 일반은행의 기업대출 평균이자율은 한

국은행의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고 전국지가변동률은 국토교통부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표 2-2]는 회귀식을 추정하는데 이용된 변수를 설명한다. 먼저 기업

의 규모에 따라 토지보유량이나 투자규모의 단위가 다르므로, 토지보유

가 기업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업규모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모든 변수를 자산대체비용(K)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 모두 같은 단위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ecent Purchase의 경우 지가 상승 직전 순 매입된 (혹은 순 매도된) 

토지의 시장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2001년의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대비 순 매입된 토지의 시장가치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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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식

I/K

자 산 대 체 비 용 

대비 유형투자

의 시장가치











Q
자 산 대 체 비 용 

대비 기업가치





 

CF/K

자 산 대 체 비 용 

대비 현금흐름

의 시장가치











preL/K

자 산 대 체 비 용 

대비 토지의 시

장가치
년도 자산대체비용
년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 Recent 

Purchase

토지의 순매입 

비율 년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년도 년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Leverage 기업 레버리지 




 

[표 2-2] 회귀식 추정에 사용된 변수 설명

 

제 3 절 회귀모형



   ∙   ∙


  ∙


  ∙   3)

  위의 식을 추정함으로써 지가 상승 직전 자산대체비용 대비 토지보유

량과 순 토지 매입 비율이 자산대체비용 대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기업이 보유

3) 자산가격의 하락이 일본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력을 횡단면적으로 파악한 Jie Gan 

(2007)의 회귀식을 참고하여 국내기업에 관한 연구에 맞게 변수를 적절히 추가하고 삭

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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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는 향후 투자를 위한 담보대출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도 함께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대출여력과 기업투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

다. 이 때 토지보유량이 많았던 기업일수록 토지가격 상승에 기인한 담

보대출여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가상승에 따른 담보대출여

력은 과거의 토지보유량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

다. 따라서 과거의 토지보유량을 의미하는 preL/K(위 식에서는 횡단면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회귀분석 결과 의 추

정치가 0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인다면 지가 상승 이후 

평균적인 담보대출여력과 투자규모는 지가 상승 이전의 토지보유량에 비

례적으로 늘어났으며, 토지의 대출담보로써의 가치가 유효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가 상승기 직전에 매입한 토지 비율이 지가 상승 이후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preL/K와 마찬가지로 지가가 상승하

면 % recent purchase에 비례하여 담보대출여력이 확대되고 투자가 늘

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 recent purchase의 경우 지가 상승

기 직전에 매입한 순 토지매입량(혹은 순매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시점의 단순 토지보유스톡을 나타내는 preL/K와는 구분된

다. 따라서 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 값이라면 이것은 다

른 시점에 매입하여 2001년까지 보유한 토지가 아니라 지가 상승 직전

에 순 매입한 토지가 이후 담보대출여력과 투자의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 토빈의 Q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토빈의 Q가 높은 기업은 투자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은 정(+)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는 기업의 내부현금흐름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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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변수의 추정 및 요약통계량 

제 1 절 회귀변수 추정

  김태기, 오근엽(2013), Jie Gan (2007) 변수 추정방식을 참고하였으

며 자세한 추정방법은 부록을 확인하길 바란다.

 

1. 토빈의 Q

  토빈의 Q는 김경수 외(1996), 김지연 외(2008), 김태기, 오근엽

(2013)의 방식을 분석에 필요한 방식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구하였다. 

토빈의 Q는 기업자산의 대체원가 대비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를 의미한

다. 기업자산의 대체원가(K)는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기계, 

공장 등의 자산을 재구매하거나 혹은 대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을 의미하며, 회계장부상의 각 자산항목을 개별적으로 이용하여 추정하

였다.4)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는 상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

총액(E)과 부채의 시장가치(D)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기업자산의 대체원가(K)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자산을 당좌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고정자산, 토지의 8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김경수 외(1997)). 

그러나 본 논문은 토지보유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대체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당좌자산(QA)과 무형고정자산(IFA), 그리고 투자자산(IA)의 대체원

가는 회계장부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재고자산의 대체원가(MInv)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재고자산의 회계장부가액을 이용하여 추

4)  본 논문에서는 토빈 Q를 추정할 때 조세와 기술진보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술진보를 

고려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세금제도 하에 경영

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조세가 각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질적일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김경수 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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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데이터가 시작하는 1980년도의 재고자산의 

대체원가는 회계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1980년 이후에 자료가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자료가 시작되는 연도의 장부가액을 그 해의 대체

원가로 두었다. 최초연도 이후부터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해당연도의 회

계장부가액, 그리고 이전연도의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1980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재고자산의 대체원가를 반복적으로 추정했다.

  건물 및 구축물의 대체원가(MBuild)는 건물과 구축물의 회계장부가액

과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률, 그리고 한국은행의 건설용생산재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감가상각률은 감가상각누계

액과 장부가액을 이용하였으며 1980년도부터 2009년에 걸친 제조업 전

체기업의 평균감가상각률을 사용하였다.5) 1980년도의 대체원가는 회계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1980년 이후 자료가 시작되는 기업의 

경우, 해당연도의 회계장부가액을 대체원가로 사용하였다.

  기타유형고정자산(Metc)에는 일반기계 및 장비, 차량 및 운송장비, 공

구와 기구, 비품, 기타 유형자산이 있다. 기타유형고정자산의 대체원가는 

건물 및 구축물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회계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

액, 감가상각률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본재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

였다. 자산의 대체원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진 당좌자산, 무형고

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건물 및 구축물, 기타유형고정자산의 대체

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K = QA + IFA + IA + MInv + MBuild + Metc

 

  다음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는 상장기업 주식의 시가총액(E)과 회계장

부 상의 부채를 시장가치로 변환시킨 부채의 시장가치(D)를 합하여 산

출하였다. 주식의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고려한 평균시가

5) 기업별로 계산된 감가상각률이 큰 편차를 보이므로 전 기업에서 동일한 감가상각률

을 이용하는 편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김태기, 오근엽(2013)의 견해를 따랐다. 제조

업 전체기업의 평균감가상각률을 추정할 때 0 이하와 1이상의 값을 보이는 이상치는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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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부채는 우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부채, 이자를 지불하지 않

는 부채로 구분하였으며,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는 다시 단기부채, 장기

국내부채, 장기해외부채, 사채로 구분하였다. 먼저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부채(D_NI)는 총 유동부채의 장부가액에서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

채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부채액과, 고정부채의 장부가액에서 사채와 장

기차입금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부채액을 합하여 구하였다.

  단기부채의 시장가치(D_S)는 한국은행의 91일 CD유통수익률과 장부

상 단기부채6), 그리고 단기이자비용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단기이자비

용은 총 부채에서 장부상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에 이자비용을 곱하

여 구하였다. 장기국내부채의 시장가치(D_DL)와 장기해외부채의 시장가

치(D_DF) 역시 각각의 장부가액7)과 금리8), 그리고 이자비용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장기국내이자비용과 장기해외이자비용은 단기이자비용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총 부채에서 해당부채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에 이자비용을 곱하여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채의 시장가치(D_B)는 

사채의 장부가액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연간이자율, 

그리고 사채이자의 장부가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D = D_NI + D_S + D_DL + D_FL + D_B

 

  앞서 추정한 자산의 대체원가와 기업의 시장가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토빈의 Q를 추정한다. 이 때 L은 시장가치로 나타낸 각 기업의 토

지보유량이다.

 


6) 단기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7) 장기국내부채 = 장기차입금 + 관계회사 장기차입금 + 주주임원 자기차입금

   장기해외부채 = 외화장기차입금 + 차관
8) 장기국내부채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반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이용하

였고, 장기해외부채의 경우 달러에 적용되는 12개월 LIBOR금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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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유량

  각 기업이 보유한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L)를 추정하기 위해서 회계

장부상 유형자산에 속하는 토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지가변동률

을 이용하였다. 유형자산의 대체원가를 구한 방식과 동일하게 1980년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를 회계장부가액 동일하게 두었고, 1980년도 이

후에 자료가 입력된 기업의 경우 최초입력시기의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는 동 연도의 회계장부가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전 연도 토지보유

량의 시장가치와 지가변동률, 당해 연도의 토지보유량 장부가액을 이용

하여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를 추정하였다.

           

3.현금보유액, 기업 투자 그리고 레버리지

  현금보유액(CF)는 현금, 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그리고 단기금융상

품의 회계장부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I)는 재

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유형

고정자산 증가 중 토지의 취득을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는 

기업의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로, 회계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CF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투자증권

 

 제 2 절 자료의 요약통계량

 

  [표 3-1]은 분석대상이 되는 전체 제조업 기업의 변수의 기초통계량

을 요약하여 나타냈다. 기업투자와 현금흐름, 토빈의 Q와 레버리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업별로 평균한 값이며 토지보유량(preL/K)

은 2001년의 자산대체비용 대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이다. % recent 

purchase는 2001년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 대비 1999년에서 20001

년 사이에 순매입(혹은 순매도)한 토지보유량의 시장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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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I/K 0.0545 0.0410 0.4208 0.0011

CF/K 0.1258 0.1003 0.6378 0.0008

Q 0.9152 0.8339 6.1952 0.0102

preL/K 0.2679 0.1803 2.0655 -0.2047

% recent purchase 0.1118 0.0196 11.318 -5.9581

leverage 0.4333 0.4392 0.8862 0.0627

# of obs 422

[표 3-1] 전체 제조업 기업의 요약통계량

  [표 3-2]는 2001년의 토지보유(pre L/K)가 전체 기업의 상위 25%

이상인 기업과 나머지 기업을 구분한 요약통계량이다. 2001년의 토지보

유가 전체 기업의 제3사분위수 이상인 기업은 LQ(Land Quartile) 기업

으로 구분하였고 토지보유가 제3사분위수 이하인 기업은 기타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과거 토지 보유량이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 높았던 기업들은 

지가상승기를 거친 이후 담보대출여력이 더 크게 확대되어 토지보유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토지보유량이 낮았던 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LQ 기업의 경우 기업투자의 평균이 기타 기업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토지보유량이 더 많은 LQ기업이 기타기업보

다 평균적으로 투자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과 상반된다. 그

러나 이와 같이 토지보유량으로 분류한 기업별로 토지보유량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다음 장으로 넘긴다.

 

2. % recent purchase의 경우 LQ기업의 평균이 기타기업의 평

균보다 더 높으나 중간값은 약 0.0196~0.0197로 동일하다. 

그러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 보면 기타기업의 % recent 

purchase의 편차가 LQ기업의 그것보다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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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 기업 기타 기업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I/K 0.0495 0.0398 0.2540 0.0017 0.0562 0.0418 0.4208 0.0011

CF/K 0.1230 0.1004 0.5196 0.0021 0.1267 0.1001 0.6378 0.0008

Q 0.6720 0.6107 1.9948 0.0102 0.9958 0.8638 6.1953 0.0459

preL/K 0.6387 0.4963 2.0655 0.3246 0.1451 0.1361 0.3243 -0.205

%R.P 0.1306 0.0197 0.9577 -1.044 0.1055 0.0196 11.318 -5.958

levera

ge
0.4107 0.4071 0.7718 0.0627 0.4408 0.4589 0.8862 0.0944

# of 

obs
105 317

 

3. 토빈의 Q의 평균과 중간값은 LQ기업이 더 높은 값을 보인다. 

9)

[표 3-2] LQ기업과 기타기업의 요약통계량

 

  [표 3-3]은 422개의 총 제조업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에 

속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요약한 통계량이다.

 

1. 일반기업 투자의 최대값이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의 최대값

보다 더 높으나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투자는 일

반기업의 투자보다 더 높은 평균과 중간값을 보인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그룹의 기업의 투자가 일반기업의 투자보다 전반

9) 2001년의 토지보유량과 5년 후 토빈의 Q 간의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일 뿐이다.
10) 상호출자제한 기업그룹이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 넘는 기

업집단을 의미하며 동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 금지 등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본 논문에서 구분한 상호출자제한 기업

그룹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기업그룹 

정보가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 외 연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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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그룹의 기업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I/K .0523 .038 .4208 .0011 .0698 .0526 .3336 .0087

CF/K .1299 .1005 .6378 .0008 .0978 .0942 .2477 .0055

Q .8778 .8079 6.1953 .0102 1.1705 1.0377 2.6284 .0852

pre

L/K
.2708 .1757 2.0655 -0.20 .2486 .1969 1.2147 .0291

%RP .1139 .0196 11.318 -5.958 .0972 .0205 .9577 -1.932

levera

ge
.4318 .4346 .8862 .0627 .4433 .4675 .8379 .1107

# of  

obs
368 54

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보다 내부현금흐름이 더 높다. 

대기업 혹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을 더 적게 보유

한다는 Opler et al.(1998), 김창수, 조담(1996)의 실증 연

구와 일치한다.11)

 

3. 상호출자제한기업그룹의 토빈의 Q가 일반기업보다 전반적으

로 높은 값을 보인다. 대기업의 자산대체비용 대비 기업가치

가 나머지 기업의 자산대체비용 대비 기업가치보다 높은 일

반적인 통념을 따른다.

 

[표 3-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일반기업의 요약통계량

11) Opler et al.(1998)에 따르면 성장기회가 크거나 중소기업일수록 현금흐름이 높고, 

신용도가 높거나 대기업이며 직접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흐름이 낮

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자산 투자에 대해 실증 분석한 

김창수, 조담(1996)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고 담보의 규모가 작으며 성장기회가 클

수록 현금흐름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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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식 2 식 3 식 4

CF/K
-0.0971***

(0.0229)

-0.095***

(0.0229)

-0.0942***

(0.023)

-0.1002***

(0.0252)

Q
0.0294***

(0.0062)

0.0294***

(0.0063)

0.0294***

(0.0063)

0.0303***

(0.0066)

preL/K
0.023*

(0.0138)

0.0765**

(0.0342)

0.0731**

(0.0337)

0.0733**

(0.0337)

%R.P
0.0079***

(0.002)

0.0089***

(0.002)

0.0077***

(0.002)

0.0077***

(0.002)
(preL/K)

*(LQ)
 

-0.0478*

(0.0254)

-0.0499**

(0.0254)

-0.05**

(0.0255)

(%R.P)*(LQ)   
0.0217

(0.0165)

0.0216

(0.0164)

Leverage    
-0.0078

(0.013)

Industry 

dummy
O O O O

# of obs 422 422 422 422

R_squared 0.2075 0.2137 0.2179 0.2183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회귀분석

  [표 4-1]의 식 1은 기본 회귀식을 추정 결과이며 식 2, 식 3, 식 4

는 식 1에서 통제변수를 각각 하나씩 추가해 나간 결과이다.

[표 4-1] 전체 표본 회귀분석 결과

주1) STATA의 Robust-OLS 회귀분석 결과임

주2)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값이며 ***, **과 *은 각각 1%, 5%, 10%에서

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냄

주3) Industry dummy는 KSIC의 기준에 따라 24개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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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빈의 Q의 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며 모든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자산의 대체원가 대비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기업투자가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일치한다.

반면 CF/K 계수의 추정치는 부(-)의 부호를 보인다. 이는 표본 기업의 

내부 현금흐름이 기업투자와 부(-)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투

자의 내부현금흐름 민감도는 전통적으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여

겨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이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음을 나타내는 근

거로서 사용되었다.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성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은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더 큰 

조달비용이 따르는 외부자금 대신 내부자금을 선호하게 하고, 따라서 기

업투자와 내부현금흐름은 정(+)의 선형적 관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Myers and Majluf (1984), Fazzari, Hubbard, Petersen (1988)).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내부자금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분석기간과 기업 재무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

로 내부현금흐름은 기업투자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구

재운(2007), 김미형(2003), 강태수 외(2006)) 

  그러나 Kaplan and Zingales(1997) 등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현금흐

름 민감도는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의 정도

에 따라 비단조성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Hovakimian(2009)

의 연구 역시 투자현금흐름의 비단조성이 존재함을 나타냈으며 Cleary 

et al. (2007)에서는 기업의 내부자금보유 수준에 따라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U-shape를 보이며, 따라서 부(-)의 민감도가 존재함을 시사

했다. 국내 연구로는 기업의 표면적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재무적 특징

에 따라 부(-)의 현금흐름민감도가 존재함을 보인 유병철, 최두렬, 박승

록(2005), 손판도, 이태주(2011)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CF/K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수

의 부호를 보이는 것은 표본 제조업 기업의 자산대체비용 대비 내부자금

과 자산대체비용 대비 투자의 관계가 비단조성의 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내부자금변수의 계수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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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인 Extensions에서 더 설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식 1의 preL/K 계수 추정치는 0.0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토지보유량이 많았던 기업일수록 토지가격의 상승기를 거친 

이후 담보대출여력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자

산대체비용 대비 토지보유량이 1%p 높아질수록 5년 후 평균적인 자산

대체비용 대비 투자율이 0.023%p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보유의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 기업투자에 미치는 토지보

유의 영향력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식 2에서는 preL/K에 더미변

수 LQ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게 음수를 나타냈다. LQ기업들의 경우 투자에 대한 과

거 토지보유량의 영향력은 0.0287이며 LQ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0.0765인 것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유량의 담

보가치상승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계체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유 토지의 담보가치가 상승할 때 기업의 투자여력은 확대되

는데, 토지보유량이 적었던 기업일수록 투자폭이 더 크게 확대되고 많았

던 기업일수록 더 작게 확대되는 것이다. 즉, 토지보유량에 따라 담보대

출여력과 투자는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만, 일정 보유수준을 넘어서게 되

면 그 증가폭이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는 토지보유량

에 대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다음으로 식 1에서 % recent purchase의 계수 추정치는 0.0079으로 

나타났다.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앞 절에서 

예상한 대로 지가 상승기 직전에 순 매입한 토지보유량이 토지가격 상승

을 거치며 투자가 증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식 

3과 식4에서 % recent purchase와 LQ더미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LQ기

업과 일반 기업 간에 순 매입한 토지비율이 투자에 끼친 영향력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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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의 확장

1. 기업 규모별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

의 규모와 신용도는 외부금융시장에서의 조달비용과 기회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관계에서 정보비대칭성도 강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외부자금조

달이 더 용이하다(신용상(2006)). 따라서 같은 양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담보대출규모의 확대 정도가 달라질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한 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여 

회귀를 수행하였고 <표 4-2>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한 기업의 CF/K 계수추정치는 일반기업

보다 더 큰 부(-)의 민감도를 보인다. 이것은 비록 투자현금흐름민감도

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외부자

금에 대한 차입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추정치의 계수가 덜 민감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의 경우, 대기업의 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기업 preL/K의 추정치는 음수값을 보였다. 양수의 추정치

를 보인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대기업의 경우 과거 토지량이 더 많을수록 

투자가 감소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 recent 

purchase의 계수추정치는 양수를 보임으로써 일반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가 상승 직전에 매입한 순 토지량이 지가 상승기를 거치며 담보가치와 

투자에 정(+)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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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한 기업

CF/K
-0.0949***

(0.0236)

-0.3013**

(0.132)

Q
0.023***

(0.006)

0.0681***

(0.022)

preL/K
0.0272*

(0.0146)

-0.0824*

(0.0436)

%.R.P
0.0067***

(0.0018)

0.0822**

(0.0338)

Industry dummy O O

# of obs 368 54

R_squared 0.2055 0.6871

[표 4-2] 상호출자제한그룹에 속한 기업과 일반기업 간 비교분석

주1) Robust-OLS 회귀분석 결과.

주2)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값이며 ***, **과 *은 각각 1%, 5%, 10%에서

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냄

2.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한 분석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 및 실물

경제에도 파급을 미쳤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대출여력의 확대가 투자에 반영된 부분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모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영향력을 구분해내기 

위해 종속변수와 기타 통제변수에서 07~09년도 부분을 제외한 후 회귀

식을 추정했다. 다음 표의 식 6이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여 추정한 결

과를 보여주며, 식 1은 기본 휘귀식의 결과를 나타낸다. 

 



- 26 -

식 1 식 6

CF/K
-0.0971***

(0.0229)

-0.1272***

(0.0221

Q
0.0294***

(0.0062)

0.0289***

(0.0077)

preL/K
0.023*

(0.0138)

0.0096

(0.0115)

%.R.P
0.0079***

(0.002)

0.0044*

(0.0024)

Industry dummy O O

# of obs 422 422

R_squared 0.2075 0.1657

[표 4-3]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분석

  식 6을 살펴보면 토지보유량 계수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는다. 반면 

지가 상승기 직전 순 매입한 토지량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90% 유의도 수준에서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력을 제외할 경우, 지가 상승 

직전에 기업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토지스톡은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순 매입한 토지량은 미래 기업의 담보대출여력과 투자의 확

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3. CF/K의 제곱항을 포함한 분석

  Cleary et al.(2007)는 기업의 내부자금보유 수준에 따라 투자현금흐

름 민감도가 U-shape를 보이며, 그러므로 특정 지점에서는 부(-)의 

민감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CF/K 계수 추정치가 

일관적으로 음수의 값을 유의하게 보임에 따라 CF/K 변수의 제곱항을 

회귀식에 추가하여 기업내부자금과 투자 간에 U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7>의 식 5는 CF/K 제곱항을 추가한 회귀분석의 결

과이며 <표 5>의 식 1과 함께 비교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CF/K 제곱항

의 계수는 0.2683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기업내부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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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식 5

CF/K
-0.0971***

(0.0229)

-0.2125***

(0.0694)

(CF/K)2  
0.2683*

(0.1432)

Q
0.0294***

(0.0062)

0.0296***

(0.0062)

preL/K
0.023*

(0.0138)

0.0231*

(0.0136)

%.R.P
0.0079***

(0.002)

0.0084***

(0.002)

Industry dummy O O

# of obs 422 422

R_squared 0.2075 0.2157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써보면 다음 식과 같다.




  


  평균적 기업의 자산대체원가 대비 현금흐름인 0.1258를 이 식에 대입

해보면 -0.145만큼의 민감도가 나타난다. 기업의 자산대체원가 대비 현

금흐름이 0.3960일 때 현금흐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0이 되었으

며 0.3960 이상일 때 영향력은 양수가 되었다. 식 5의 결과에 따르면 

표본기업에서 투자현금흐름민감도가 U자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암

시한다. 

 

[표 4-4] CF/K 제곱항을 추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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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 등 불완전한 금융시장의 특성은 기업의 자

금조달을 제약한다. 간접금융시장에서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자

금의 차입자인 기업은 토지자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투자재

원을 낮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기업 투자의 규모도 커질 수 

있게 된다. 만약 경제에 부(-)의 충격이 발생하면 자산의 추가매입이나 

매도 없이도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격과 담보가치는 축소되고, 기업은 축

소된 담보가치만큼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기업투자가 내부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외부자금의 조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

려한다면, 이 과정에 따른 담보가치 축소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끼치

고 실물 경제의 변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본 논문은 토지자산시장의 가격변동이 담보가치 변화를 통해 기업투자

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2000년도 이

전에 상장한 422개 제조업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부채항목, 자산항목 등의 원자료를 취합하였고,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경제변수로 변환한 후 횡단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시기는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이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지가 

상승기를 기준으로 상승기 직전에 보유한 토지보유량과 순 토지 매입량

이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담보가치와 기업투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

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가 상승기 이전 토지보유량과 순 매입량이 1%p씩 높아

질 때마다 기업투자는 각각 0.023%p, 0.0079%p씩 높아졌으며, 토지보

유량과 순 토지 매입양은 기업투자의 확대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01년의 토지보유량이 제 3사분위수를 초과한 기업

들을 1로 두고 나머지 기업을 0으로 둔 LQ더미변수를 정의하여 토지보

유량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LQ기업들의 투자 확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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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머지 기업의 투자 확대폭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토지

보유량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LQ기업과 일반기업에 따라 달라

지며, 보다 정확하게는 LQ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폭이 일반 기

업의 투자 확대폭보다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 규

모별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지가 상승기 직전에 순 매입한 토지량이 대

기업과 일반기업의 투자 확대에 정(+)의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제조업 기업이 보유한 토지

자산은 담보대출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간접금융시장에서 기업투자의 자

금을 조달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보유 

토지담보가치의 확대가 투자에 끼친 영향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 2006년 만을 

기준으로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가 상승기 직전 토지보

유스톡 계수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순 토지매입량 투

자규모 확대에 유의하게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도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담보가치의 증가가 기업투자의 

확대에까지 미치게 되는 경로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세심하고 주의 

깊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한 후 이루어지는 규제 또는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적 가격형성을 어렵게 하며 이는 기업보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쳐 실물경기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부

동산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칠 정책효과 역시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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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추정한 방식은 김경수 외(1996), 김지연 외(2008), 김태기, 오근엽

(2013)의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Kis-value의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적 

변수로 변환하였다. 

 

1. 기업의 시장가치 = 주식의 시장가치(E) + 부채의 시장가치(D)

 

  기업의 시장가치는 주식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정의

한다. 주식의 시장가치(E)는 개별 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고려

한 평균시가총액을 사용하였다. 부채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

업의 부채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부채, 단기부채, 장기국내부채, 장기

해외부채, 사채로 구분하였으며 자세한 추정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방식으로 추정된 각각의 부채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하여 기업부채의 시

장가치(D)로 정의한다

 

1-1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부채(D_NI)

= (총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 (고정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1-2 단기부채(D_S)

=  금리
단기이자비용 장부상단기부채

1-3 장기국내부채(D_DL)

=

일반은행대출금리
장기국내이자비용

∙



일반은행대출금리

 


일반은행대출금리

장부상장기국내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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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국외부채(D_FL) 

= 리보

장기국외이자비용
∙




리보

 


리보

장부상장기국외부채

 

1-5 사채(D_B) 

= 종합사채이자율
사채이자

∙



종합사채이자율

 


종합사채이자율

사채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의 시장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된 이자비용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 단기이자비용 = 이자비용×총부채
장부상 단기부채

×

- 장기국내이자비용 = 이자비용×총부채
장부상 장기국내부채

×

- 장기국외이자비용 = 이자비용×총부채
장부상 장기국외부채

×

2. 자산의 대체원가 (K)

           

  자산의 대체원가는 기업 재무제표 상 자산항목을 당좌자산, 무형고정

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건물, 구축물, 기타유형 고정자산, 토지로 구

분하여 개별 대체원가를 추정 후 그 합으로 정의했다. 토지보유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추정하기 위해 자산의 대체원

가를 구할 때 토지항목은 제외하였다. 각 자산항목의 대체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당좌자산(QA) 및 무형고정자산(IFA), 투자자산(IA)의 대

체원가는 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2 재고자산(M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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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3 건물 및 구축물 (Mbuild)

-   ∙


∆∙ 12)

-  









     

- dep= 건물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 ∆BBuildt = 금기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 – 전기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

2-4 기타유형고정자산(Metc)13)

-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진 각 자산 항목의 대체원가를 모두 합하면 

기업자산의 대체원가(K)를 얻을 수 있다.

 

3. 토지의 시장가치 (L)

-  ∙


    ≥

-   ∙


  ≺

12) 는 전 제조업 표본기업의 감가상각률을 평균한 제조업 평균 감가상각률
13) 유형고정자산은 또 다시 토지, 건물, 구축물, 일반기계 및 장비, 차량 및 운송장비,

공구와 기구, 비품, 기타 유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토지,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항목에 대해서 2-3 건물 및 구축물의 대체원가를 추정한 것과 같은 방

법으로 대체원가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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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Market Value 

Fluctuation of Land on Firm's 

Investment

Eun-Hye 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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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friction such as information asymmetric and agency 

problem restricts firms from external financing for investment. 

To reduce such constraints, firms, the borrowers of the market, 

raise external funds with the use of fixed asset including land as 

collateral. As the market value of the collateral asset increases, 

a firm can finance funds at a low cost and the scale of 

investment could get larger. This means that if there is a 

positive shock to an economy, it will cause increase of asset 

price and expansion of collateral value, which means a firm’s 

financing would be much easier without further purchasing of 

land. Therefore, the increase of collateral asset price lea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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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on in firm’s investment and even to business cycles.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the channel,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market value change in-land stock and in-net 

land purchase before Land Price Rising Period (LPRP) on 

firm‘s investment after LPRP. The Land Price Rising Period is 

defined between 2002 and 2005,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 

method is used for the analysis. The entire sample consists of 

422 domestic manufacturing firms which have been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market before 2000 and have enough data for 

analysis. It is presented that land stock and net land purchase 

before LPRP increases by 1%point, firm’s investment increases 

by 0.023%point and 0.0079%point, respectively.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collateral financing is still a valid method 

for firm’s capital investment after 1998 foreign currency crisis 

in Korea. 

keywords : firm investment, collateral, financial market, 

imperfection, lan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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