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시장에서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 차이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전공

서 동 훈



위 원 장 고 봉 찬 (인)

부 위 원 장 박 소 정 (인)

위 원 조 성 욱 (인)

한국 시장에서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 차이

지도교수 조 성 욱

이 논문을 서 동 훈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전공

서 동 훈

서 동 훈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 i -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시장에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기업은 다양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노력을 한다. 상장 기업들은 시장에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들에 비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

하는 마찰적 비용이 적으며 이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더 활발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미국 시장을 대상으

로 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하여 투자활동

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

을 위한 투자 보다는 대리인 문제의 일종인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중시하는

‘단기주의(short-termism)’가 원인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시

장에서도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시장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정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는 상

장 기업이 비시장 기업들에 비하여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수의 투자기회, 수익

성, 기업규모, 투자수준, 유동성, 부채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

되었다. 더 나아가 부채비율과 총자산(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3개의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여 개발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시장에서는 단기주

의 보다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투자활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 요 어 : 단기주의; 단기지향성; 투자성향; 투자활동; 재무적 제약;

학 번 : 2016-20582

논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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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서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 차이

서동훈(2016-20582)

I. 서론

기업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기업의 광고 및 선전 활동, R&D에 대한 투자, 유형

자산의 구매, 타 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 그 방법에는 어려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의 사업 포트폴리

오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

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게 한다. Modigliani and

Miller(1958)은 자신들의 MM이론을 통해 마찰적 비용이 일절 없는 완전

자본시장 하에서 기업들은 내부자본과 외부자본의 조달비용에는 차이가

없고 자본조달로 인한 투자활동의 제약은 존재하기 않게 된다고 주장 하

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는 세금 및 금리와 같은

마찰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

라, 기업들 마다도 상이하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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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 보다 상대적으

로 유리한 금리로 자본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기업이라고 할지

라도 채권을 발행할 경우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 할 경우에 기

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비용 또한 상이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자본

조달에서의 마찰적 비용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도, 제한하기도 한다.

기업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하게 되면 기업

의 각종 정보가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 사이의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이 해소 된다. 이러한 기업의 투명

한 정보들은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 덕분

에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에 드는 마찰적 비용이 감소함을 뜻하며 이론적으

로 보았을 때 더욱 더 많은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상장 기업들이 비

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더 많은 투자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5년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에 발표된 John Asker,

Joan Farra-Mensa, Alexander Ljungqvist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론과

는 달리 반대로 상장 기업들과 비상장 기업들을 총자산과 산업군으로 매

칭을 한 이후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적은 투자활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주의(short-termism)’에 의한 것이

라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상장 기업들의 저투자활동(underinvestment)를 유발하는 단기주

의는 Holmstrom(1982), Narayan(1985), Miller and Rock(1985),

Stein(1989), Morck and Vishny(1990), von Thadden(1995) 등의 학자들

이 이전부터 실증 연구를 통해 제기한 문제이다. 학자들은 대다수의 상

장기업의 경영자들이 외부로부터 고용되었고, 그 경영자들의 성과급 등

이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에 연동되어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경영자들

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재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현재의 주가

상승과 같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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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과 역량이 있어도 배상금 상승, 자사

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가치를 “Manipulate” 하는 대리인 문제

가 발생한 다는 것이 단기주의의 핵심이다. 반대로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업의 주인과 경영자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경영자들은 기업의 미래가

치 상승을 위한 장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학자들은 주장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John Asker, Joan Farra-Mensa, Alexander

Ljungqvist(2015, 이하 Asker)의 방법론에 따라 public dummy 변수와

투자변수와 dummy 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활용하여 한국

시장에서 상장 기업들과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여

부와 어떠한 요인이 한국 시장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논문에서는 Asker가 사용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 선행 연구에게 제시된 기업의 투자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함께 사용하여 한국시장에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확장된 계량 분

석을 진행하려 한다. 그러나 private firm의 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자

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 Asker 논문과 달리 비상장 기업에 대한 데

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단기주의와 대리인 문제가 한국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대

리인 문제의 proxy인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대리인 문제에 대한 간접적

인 측정을 하였으며, 재무적 제약의 proxy인 부채비율과 size를 이용하

여 재무적 제약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살펴

보고자 했다.

계량 분석 결과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낮은

투자활동을 보였던 미국 시장과는 달리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는 상장 기

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욱 높은 투자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추가적인 투자 변수들을 회귀식에 추가하거나 투자 변수와 public

dummy 변수의 교차항을 활용해 firm fixed effect를 통제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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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되었다. 모든 계량분석은 년도별로 계량분석을 진행한 이후 해당

계수들의 평균을 낸 Fama-Macbeth(1973)의 cross sectional regression

을 통해 year effect를 통제하였으며 t값은 Newey-West(1986) t-value

를 사용하였다. 이후 표본을 부채비율(debt-to-asset)에 따라 3등분을 하

여 각각의 포트폴리오 별로 위와 동일한 방법과 변수들을 이용해 계량분

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과 동일하게 부채비율이 낮은 포트

폴리오에서는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

로 결과값이 나온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총자산(size)에 따라 3등분을 한 포트폴리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총자산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활동을 한 반면 총자산이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시장에서 기업 상장 이후 상장 기업들이 경험하는 대리인 문제로부

터 발생하는 투자의 감소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기업의 투자

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표본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matching 방법 및 다양한 투자 변수들에 대해 설명한다. III장

에서는 Asker 논문의 방법론에 따라 해당 변수들의 unconditional과

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를 측정한다. IV장에서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재무적 제약에 따라 상장기업들과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활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며, V장에서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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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본 및 변수 설명

A. 데이터

이 논문에서는 TS-2000의 1990년부터1) 2016년까지를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의 년도별 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

장 기업으로는 TS-2000의 KOSPI 및 KOSDAQ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비상장 기업으로는 ‘외부감사기업’이라는 항목에서 KOSPI 및 KOSDAQ

상장 기업들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데이터의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자산(Total Asset), 매출(Sales), 유형자산(Gross

PPE)가 0인 기업은 데이터의 오류라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금융기업 또한 데이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2) 이러한 작업을 모두 거친

이후 21,905개의 상장기업에 대한 firm year 데이터와 96,684개의 비상장

기업의 firm year 데이터를 전체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한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극단값(outlier)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

여 모든 변수들은 1%와 99% 수준에서 winsorizing 되었다.

B. Matching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작업이 끝난 직후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샘플은 총자산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규모가 큰

회사들은 비록 소극적인 투자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투자활동

1) TS-2000에서 외부감사기업에 대한 자료가 1989년부터 존재하나 추후 계량분석에서

lag를 시켜야 하는 변수들이 다수 존재하여 1990년부터를 분석 time line으로 설정하

였다.

2) 위와 같은 오류들은 대다수가 비상장 기업의 데이터셋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수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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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기초통계량

아래의 표는 전체 표본(Unmatched Sample)과 matching을 진행한 표본(Matched

Sample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며 비금

융권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 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 시켰으며 총자산, 매출, 유형자산

이 0인 기업들은 데이터 오류라고 판단하여 제거시켰다. 이후 극단값으로 인한 오류

를 방지하고자 모든 변수들은 1%와 99%수준에서 winsorizing 시켰다.

Unmatched Sample Matched Sample

상장 비상장 차이 상장 비상장 차이

Firm size

총자산 평균 753,556 68,579 684,977 319,349 308,296 11,052

(단위:백만) 표준편차 4,506,561 492,487 4,014,074 1,074,267 1,256,526 -182,260

중위값 98,001 20,369 77,632 93,607 92,346 1,261

Inv Opp

매출변화량 평균 0.116 0.188 -0.072 0.115 0.138 -0.023

표준편차 0.324 0.853 -0.529 0.324 0.433 -0.108

중위값 0.065 0.049 0.016 0.063 0.068 -0.005

Profitability

ROA 평균 0.057 0.051 0.006 0.057 0.073 -0.016

표준편차 0.076 0.086 -0.009 0.076 0.079 -0.002

중위값 0.052 0.045 0.007 0.051 0.060 -0.009

Firm Characteristic

유동비율 평균 2.616 3.518 -0.902 2.661 2.621 0.041

(CR) 표준편차 4.020 72.233 -68.213 3.883 20.728 -16.845

중위값 1.597 1.124 0.474 1.631 1.269 0.362

부채비율 평균 0.112 0.186 -0.073 0.107 0.138 -0.031

(Lev) 표준편차 0.107 0.256 -0.150 0.102 0.178 -0.076

중위값 0.080 0.102 -0.022 0.077 0.083 -0.006

현금 및 평균 0.075 0.065 0.010 0.076 0.072 0.004

현금성 자산 표준편차 0.085 0.096 -0.011 0.086 0.095 -0.008

(Cash) 중위값 0.047 0.028 0.020 0.048 0.037 0.011

관측치 수 21,095 96,684 16,824 16,824

을 하는 중소기업들에 비해 그 투자의 절대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비상장 기업의 총자산에 기인한 차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 이전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matching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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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1)

Matching은 Asker3)의방법론에 따라 (1) 수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총자산 비율이 2 이하인 비상장 기업들을 찾는다.

이때 만일 총 자산 비율이 2 이하인 비상장기업이 없는 상장기업은 데이

터 셋에서 제거시키며4), 만일 다수의 비상장 기업이 해당 상장 기업과

matching이 된 경우에는 matching 된 비상장 기업들 중 총자산 비율이

1에 가장 가까운 비상장 기업을 해당 상장 기업의 match로 간주한다. 이

렇게 matching을 진행 시킨 결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matching

이전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 크기의 차이가 6,000

억원 가량이었던 반면, matching 이후에는 약 100억원으로 1/60 수준으

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측치 또한 matching 이전에는 각각 상장

기업이 21,095개의 fim year, 비상장 기업의 96,684개의 fim year이였지

만, matching 이후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16,824개의 fim

year 관측치로 총 33,648개의 관측치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Figure 1에서 보면 총자산의 분포에 따른 두 집단의 분포 차이를 나타낸

커넬밀도 함수가 matching 이전 <Figure 1-a>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데 반해, matching 이후 <Figure 1-b>에는

커넬밀도 함수가 거의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 변수설명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측정할 때 기업의

자본적 지출(CAPEX)에 국한하여 투자활동을 정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

3) 저자들도 본 논문에서 Gao, Harford and Li(2013)의 방법에 따라 matching을 진행하

였다고 밝히고 있다.

4)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총자산 규모에서 삼성전자의 총사잔의 1/2인 기업이 
없는 관계로 matched sample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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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Matching 이전과 이후의 커넬밀도 함수

아래의 그림은 matching을 진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커넬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Figure 1-a가 matching이 진행되기 이전의 커넬밀도 함수, Figure 1-b가 matching

이 진행되 이후에 커넬밀도 함수이다. 또한 점선이 비상장 기업, 실전이 상장기업의

분포를 나타내는 선이다.

<Figure 1-a>

<Figure 1-b>

나 기업들은 기업의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M&A)를 통해

자신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할 수 있다

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논문에서 Asker는

자본적 지출뿐만 아닌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의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에 대한 proxy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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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Asker는 투자에 대한 proxy로 유형자산(Gross PPE)의 변화

량,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 NCA)의 변화량, 순유형자산(Net

PPE)의 변화량, 총자산(Total Asset, TA)의 변화량을 사용한다. 이외에

도 R&D 비용의 지출, 광고비 지출 또한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TS-2000에서 해당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

는 투자에 대한 proxy로 위의 대표적인 3가지 변수5)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Asker는 논문에서 같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전 기수

에 얼마만큼의 투자기회가 해당 기업에 제공되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

업 실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투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투자기회

(Investment Opportunity, Inv.Opp)에 대한 변수로는 매출의 변화량, 전

기수의 수익성(Profitability)에 대한 변수로는 ROA를 사용하여

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table 3)을 측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기

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Sean Cleary(1999)가 제시한

유동성의 proxy인 유동성비율(current ratio), leverage의 proxy인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Debt to Asset), David B, Audretsch, Julie Ann

Elston(2002)가 제시한 전기수의 총자산(size)과 투자(investment)의 크

기, David J. Denis(2010)가 제시한 총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회귀식에 추가하여 확장된 계량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출처와 각 변수

간 상관관계6)는 Appendix에 명시했다.

5) GrossPPE, NCA, NetPPE만을 투자변수로 설정하였으며, III장의 확장된 회귀분석과 IV
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준을 분석한 계량분석에서는 3 중에서도 Asker 논
문에서 대표 투자변수로 활용된 GrossPPE만을 투자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6) Matching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 모두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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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Unconditional investment level

Panel A에서는 투자변수(GrossPPE, NCA, NetPPE)에 따른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의 평균 투자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8년도 세계 경제 대공항을 기점

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투자수준의 차이 또한 살펴 보았다. Panel B에서는 20분위수

(decile)로 시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나눠 각각의 분위 수에 따라 투자수준의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중 대표적으로 5분위(p25), 10분위(p50), 12분위(p60), 14

분위(p70), 16분위(p80), 18분위(p90)을 표에 명시하였다. 따른 투자수준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 ’**‘, ’***‘는 각각 t-value의 절대값이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을

나타낸다.

P anel A

표 본
투 자
변 수

상 장 비 상 장
상장-
비상장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차 이

Unmatched GrossPPE 0.019 0.049 0.013 0.055 0.006**

Matched

GrossPPE 0.019 0.049 0.018 0.053 0.001***

NCA 0.049 0.148 0.052 0.163 -0.002

NetPPE 0.019 0.049 0.017 0.053 0.001**

2000~2007 GrossPPE 0.019 0.050 0.017 0.054 0.001*

2008~ GrossPPE 0.019 0.049 0.018 0.052 0.001*

P anel B

투자변수 p25 p50 p60 p70 p80 p90

GrossPPE 상 장 -0.0079 0.0020 0.0096 0.0223 0.0442 0.0905

GrossPPE 비상장 -0.0098 0.0003 0.0061 0.0181 0.0397 0.0911

차 이 0.0019* 0.0017** 0.0035** 0.0042* 0.0045 -0.0005*

III. 투자수준의 차이

A. Un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

Table 2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 작업과 상장 기업과 비상

장 기업 간의 매칭 작업이 완료된 이후 투자변수에 따른 상장 기업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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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panel A를 보면 Asker논문에

나온 미국시장과는 달리 한국시장에서는 상장기업들의 평균적인 투자 수

준이 비상장기업들의 투자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장 기

업들의 평균 투자수준이 0.019인데 반해 비상장 기업들의 평균 투자가

0.013이며 이 두 투자량의 차이는 유의미한 값(0.006**)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matching을 진행

한 이후에도 동일 유지된다. Matching을 실시한 표본에서 GrossPPE의

투자수준 차이는 0.001***, NetPPE는 0.001**을 보이며 NCA의 경우 그

투자수준의 차에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8년

도 경제 대공항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투자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하

여 시기를 구분하였으나 두 시기 모두에서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nel B에서는

matched sample의 상장 기업 표본집단과 비상장 기업의 표본집단의 20

분위수에 따라 나눠서 대표 분위수 간 투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대체적으로 낮은 분위수 집단에서는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보다 더 많

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10%(p90)에서는 반대로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 기업의 상위 10%(p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지만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

들 또는 상장 이전의 카카오와 같은 초우량 중소기업들인 경우가 대부분

이여서 해당 기업의 성격이 다른 비상장 기업들과는 상이한 점이 발견되

었으며 이 때문에 일시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 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투자활동에는 여러 가지 변수

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전기수의 영업실적이 부진했던 경우에는 현기수의 투

자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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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에 비하여 더 많은 투자 활동을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상장 기업들

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Asker는 논문에 이렇게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활동

의 차이에 대한 더욱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총자산

투자
  매출  

매출 매출  
 총자산  

영업이익  
  (2)

총자산

투자
  매출  

매출 매출  
 매출  

매출 매출  


 총자산  

영업이익  
 총자산  

영업이익  
 

(3)

Table 3의 Panel A는 수식(2)와 같이 Asker의 방식대로 매출의

변화량을 proxy로 사용한 투자기회(Inv.Opp)와 ROA를 proxy로 사용한

수익성(Profitability)를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Panel A를 보면 투

자기회와 수익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matching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public dummy 변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Matching을 실시하기 이전의 public dummy 변수는 0.006***의

계수를 가지고 있었고, Matching을 실시한 이후에는 GrossPPE가

0.003***, NetPPE가 0.003***의 계수를 가졌으며 NCA는 유의미한

public dummy 계수를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Panel B는 firm fixed

effect를 통제하기 위하여 수식(3)과 같이 변수들에 dummy 변수의 교차

항(interaction ter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이다. 그 결

과 matching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투자변수에서 public

dummy 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졌으나 투자기회의 교차항과 수익성의 교

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이 산출 된 것을 볼 수 있다.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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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기 이전의 표본에서는 투자기회와 수익성 변수의 public

dummy 교차항이 각각 0.017***과 0.041***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가

지고 있고, Matching이 실시된 이후에도 GrossPPE와 NetPPE는 유의미

한 양의 교차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7) 이러한 일련의 결과값

들은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단순

히 더 좋은 투자기회 가졌거나, 전기수에 더 좋은 수익성을 보였기 때문

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C. 추가 변수

비록 Asker는 논문에서 투자기회와 수익성만을 기업의 투자활동

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여러 논문들에서 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Asker가 제시한 2가지의 변수 이외에도 유동성, 부채비율, 총자산의 규

모, 전기수의 투자, 현금 보유량의 5가지의 추가적인 변수 추가시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유동성과 부채비율은 각각 Sean Cleary(1999)가 유동성비

율(current ratio)와 부채비율(debt to asset)을 사용하였다. Sean

Cleary(1999)는 유동성이 좋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욱 적극적

으로 투자에 참여함을 밝혔다. 또한 David B, Audretsch, Julie Ann

Elston(2002)는 전기수의 총자산 규모가 큰 기업, 전기수의 투자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현기수의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에 임하게 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David J. Denis(2010)은 해당 논문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높은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7) NCA 변수는 Table 2와 Table3에서 계속해서 유의미하지 않은 값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GrossPPE와 NetPPE와는 다르게 NCA 변수는 한

국시장에서 영향력이 없는 투자변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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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힌바 있다. 회귀식의 아래의 수식(2), (3)에 5가지 변수들을 추가

시킨 것과 같다. Appendix B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변수들과 새로운 변

수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투자 변수는 Asker 논문에서 4

개의 투자 변수 중 대표 변수로 사용되었던 GrossPPE를 사용하여 추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와 5는 확장 된 회귀분석의 결과표이다. Table 4에는

public dummy 변수 1가지만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표이고, table 5에는

모든 변수들에 dummy 변수의 교차항을 적용시켜 firm fixed effect를 통

제한 결과표이다. 먼저 Table 4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변수들을 포함 시

킨 이후에도 panel A의 unmatched sample과 panel B의 matched sample

모두에서 public dummy의 계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Public dummy 변수는 지속적으로 0.006***에서 0.007*** 사이의

양의 계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table 5에서도 추가적인 변수들이 포함

된 panel A의 unmatched sample과 panel B의 matched sample의 교차항

에서도 대부분 public dummy가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Panel A를 보면 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public dummy가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전기수의 기업규모의 교

차항은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가지지만, 전기수의 투자활동과 부채비율

의 교차항은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가진다. 투자기회와 수익성의 교차

항은 Table4의 결과값과 동일하게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을 가진다. 그러

나 Panel A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Panel B의 matched sample에서는

public dummy의 계수값 대부분이 Table 4의 결과값과 동일하게 무의미

한 값을 가지고 있다. 투자기회와 수익성의 교차항은 여전히 유의미한 양

의 계수값을 가지는 반면 Panel A와는 반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전

기수의 투자수준의 교차항은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데 반해 전기

수의 기업규모, 유동성, 부채비율의 교차항은 무의미한 계수를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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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 & Interaction term

아래의 표는 Asker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론에 따라 투자변수 별로 투자기회(Inv.Opp)와 수익성(Prof)를 통제한 회귀계산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Panel A에서는 public dummy, Inv.Opp인 전기수의 매출의 변화량, Prof인 전기수의 ROA 변수만을 추가하여 회귀

식을 계산하였으며, Panel B에서는 firm fixed effect를 통제하기 위하여 투자기회 와 수익성 변수에 public dummy의 교차항

(interaction term)을 만들어 회귀식을 계산하였다.‘*‘, ’**‘, ’***‘는 각각 t-value의 절대값이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을 나타낸다.

P anel A P anel B

표 본 Unmatched Matched Unmatched Matched

투자변수 GrossPPE GrossPPE NCA NetPPE GrossPPE GrossPPE NCA NetPPE

Intercept 0.005** 0.008*** 0.028*** 0.008*** 0.006** 0.010*** 0.029*** 0.010***

(t-value) (2.35) (3.95) (4.20) (4.08) (2.57) (4.44) (4.78) (4.60)

dummy 0.006*** 0.003*** 0.003 0.003*** 0.002 -0.001 -0.001 -0.001

(t-value) (4.14) (6.01) (0.96) (5.72) (1.34) (-0.62) (-0.18) (-0.80)

Inv.Opp 0.005*** 0.016*** 0.054*** 0.015*** 0.004*** 0.013*** 0.050*** 0.012***

(t-value) (5.27) (9.34) (11.56) (9.73) (5.44) (5.51) (8.60) (5.44)

x public 0.017*** 0.009*** 0.015 0.009***

(t-value) (8.66) (3.95) (1.35) (3.83)

Prof 0.083*** 0.103*** 0.217*** 0.098*** 0.077*** 0.083*** 0.209*** 0.078***

(t-value) (12.42) (18.20) (14.92) (18.14) (12.92) (8.53) (8.06) (8.39)

x public 0.041*** 0.040*** 0.015 0.041***

(t-value) (7.45) (3.30) (0.3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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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ditional Level of Investment(변수 추가)

아래의 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을 통제하고서 회귀분석을 진행시킨 표이다. 기존의 Asker논문에서 제시된 투자기회

(Inv.Opp)와 수익률(Prof) 뿐만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전기수의 기업규모, 전기수의 투자규모, 유동성, 부채비율을 추가시켜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 ’***‘는 각각 t-value의 절대값이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을 나타낸다.

P anel A Unmatched Sample P anel B Matched Sample

투자변수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Intercept 0.008*** 0.019** 0.020** 0.020** 0.020** 0.009*** 0.057*** 0.056*** 0.056*** 0.056***

(t-value) (6.70) (2.50) (2.57) (2.57) (2.60) (4.13) (7.37) (7.47) (8.11) (8.30)

dummy 0.006*** 0.007*** 0.007*** 0.007*** 0.007*** 0.004*** 0.004*** 0.004*** 0.004*** 0.004***

(t-value) (4.43) (6.40) (6.36) (6.34) (6.46) (6.27) (6.60) (6.95) (6.47) (7.09)

Inv. Opp 0.006*** 0.006*** 0.006*** 0.006*** 0.006*** 0.016*** 0.015*** 0.015*** 0.015*** 0.015***

(t-value) (7.14) (7.41) (7.39) (7.40) (7.66) (9.33) (10.05) (10.24) (9.89) (9.38)

Prof 0.085*** 0.085*** 0.085*** 0.085*** 0.083*** 0.108*** 0.107*** 0.106*** 0.106*** 0.108***

(t-value) (25.79) (25.56) (25.54) (25.53) (28.97) (20.38) (19.98) (20.49) (20.26) (21.82)

Cash -0.008* -0.009** -0.009** -0.009** -0.010*** -0.019*** -0.025*** -0.024*** -0.022*** -0.021***

(t-value) (-1.89) (-2.81) (-2.81) (-2.80) (-3.54) (-4.17) (-6.39) (-6.13) (-5.54) (-4.95)

lag(size) 　 -0.001 -0.001 -0.001 -0.001 　 -0.003*** -0.003*** -0.003*** -0.003***

(t-value) 　 (-1.29) (-1.38) (-1.38) (-1.35) 　 (-4.98) (-5.05) (-5.37) (-6.01)

lag(Inv.) 　 　 0.001** 0.001** 0.001** 　 　 0.008* 0.008* 0.008*

(t-value) 　 　 (2.34) (2.34) (2.37) 　 　 (1.95) (1.95) (1.91)

CR 　 　 　 -0.000 -0.000 　 　 　 -0.000 -0.000

(t-value) 　 　 　 (-0.82) (-0.94) 　 　 　 (-1.34) (-1.28)

Lev 　 　 　 　 -0.004* 　 　 　 　 0.008

(t-value) 　 　 　 　 (-1.9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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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Interaction term(변수추가)
아래의 표는 firm fixed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Table4에 제시된 투자기회, 수익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전기수의 기업규모, 전기수의 투자수준, 유동성, 부채비율의 변

수들에 public dummy의 interaction term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값이다.

‘*‘, ’**‘, ’***‘는 각각 t-value의 절대값이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을 나타낸다.

P anel A Unmatched Sample

투자변수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Intercept 0.006** -0.005 -0.005 -0.005 -0.005

(t-value) (2.58) (-0.75) (-0.71) (-0.70) (-0.72)

dummy 0.002 0.038*** 0.038*** 0.039*** 0.042***

(t-value) (1.26) (3.79) (3.75) (4.06) (4.83)

Inv. Opp 0.004*** 0.004*** 0.004*** 0.004*** 0.004***

(t-value) (5.60) (5.58) (5.56) (5.56) (5.79)

x public 0.017*** 0.016*** 0.016*** 0.016*** 0.015***

(t-value) (8.61) (9.28) (9.35) (9.30) (8.71)

Prof 0.078*** 0.077*** 0.078*** 0.077*** 0.075***

(t-value) (14.06) (14.30) (14.32) (14.31) (15.05)

x public 0.040*** 0.040*** 0.038*** 0.038*** 0.044***

(t-value) (7.44) (6.09) (6.52) (6.45) (6.72)

Cash -0.004 -0.004 -0.004 -0.004 -0.006

(t-value) (-0.94) (-0.98) (-0.99) (-0.98) (-1.42)

x public 0.001 -0.004 -0.003 -0.001 0.002

(t-value) (0.19) (-0.79) (-0.55) (-0.24) (0.30)

lag(size) 0.001 0.001 0.001 0.001

(t-value) (1.44) (1.40) (1.39) (1.56)

x public -0.002*** -0.002*** -0.002*** -0.002***

(t-value) (-3.52) (-3.49) (-3.69) (-4.99)

lag(Inv.) 0.000*** 0.000*** 0.000***

(t-value) (3.07) (3.06) (3.10)

x public 0.013*** 0.013*** 0.012**

(t-value) (3.18) (3.16) (2.82)

CR -0.000 -0.000

(t-value) (-0.32) (-0.43)

x public -0.000 -0.000

(t-value) (-1.30) (-1.00)

Lev -0.005***

(t-value) (-3.04)

x public 0.025**

(t-value)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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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

P anel B. Matched Sample

투자변수 Gross Gross Gross Gross Gross

Intercept 0.012*** 0.059*** 0.056*** 0.057*** 0.056***

(t-value) (4.87) (7.88) (7.44) (7.72) (7.58)

dummy -0.002** -0.004 -0.001 0.000 0.004

(t-value) (-2.13) (-0.26) (-0.09) (0.01) (0.29)

Inv. Opp 0.013*** 0.013*** 0.012*** 0.012*** 0.012***

(t-value) (5.42) (5.19) (5.14) (5.18) (5.35)

x public 0.009*** 0.008*** 0.007** 0.008** 0.007**

(t-value) (3.77) (2.96) (2.57) (2.69) (2.59)

Prof 0.094*** 0.093*** 0.093*** 0.093*** 0.093***

(t-value) (10.61) (10.43) (10.01) (9.92) (10.05)

x public 0.030** 0.027* 0.026* 0.026* 0.029*

(t-value) (2.68) (2.01) (1.97) (2.00) (2.01)

Cash -0.035*** -0.039*** -0.038*** -0.036*** -0.036***

(t-value) (-6.11) (-7.32) (-7.17) (-6.96) (-6.48)

x public 0.035*** 0.032*** 0.033*** 0.034*** 0.035***

(t-value) (6.27) (6.22) (6.49) (7.37) (6.89)

lag(size) -0.003*** -0.002*** -0.002*** -0.002***

(t-value) (-5.43) (-5.17) (-5.37) (-5.23)

x public 0.000 -0.000 -0.000 -0.000

(t-value) (0.13) (-0.06) (-0.13) (-0.59)

lag(Inv.) 0.007** 0.007** 0.007**

(t-value) (2.29) (2.27) (2.26)

x public 0.014*** 0.014*** 0.013**

(t-value) (3.25) (3.23) (2.85)

CR -0.000 -0.000 -0.000

(t-value) (-1.59) (-1.50)

x public -0.000 -0.000

(t-value) (-1.33) (-0.98)

Lev 0.003

(t-value) (0.87)

x public 0.016

(t-value)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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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무적 제약과 대리인 비용

A. 대리인 문제와 부채비율

Asker가 주장한 단기주의(short-termism)의 근간이 되는 대리인

문제는 학계에서 오래 동안 제기 되어온 문제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8) Grossman and Hart(1980), Jensen(1986)은 이

러한 대리인 문제가 경영자가 본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부당

하게 편취(misappropriate)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 가치 하락 및 성장

저해의 주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9)

특히, Jensen(1986)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경우 대리인

이 개인적으로 편취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늘어남에 따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성장 또한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에이

Jensen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하고, 외부

감시자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대리인 비용 또한 감소하여 건강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Asker의 주장대로 단기주의

가 대리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상

대적으로 단기주의가 적게 발생하여 투자가 증가하여야 한다. 이에 부채

비율에 따라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표본을 각각 3등분하고 각각의

표본을 다시 합쳐 3등분 된 포트폴리오 별로 Table 4과 동일하게 더미

변수, 투자기획, 수익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업규모, 전 기수의 투자

규모, 유동성, 그리고 부채비율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8) 대리인 문제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이사진의 구성, 최대주주 지분율, 사외이사의 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 기업의 데이터의 한계 때문

에 대부분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9) Rajan and Wulf(2005)은 경영자의 사적 소비가 오히려 경영 활동을 촉진시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학계의 주류 의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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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이 Table 6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의 가설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분석 결과 발견되었다.

Table 6의 panel B 부채비율 포트폴리오(3열~6열)을 보면 부채비율이 낮

은 포트폴리오에서는 public dummy 변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0.004***)

을 가진다. 즉, 부채비율이 낮아 대리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단기주의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그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채

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public dummy 변수가 무의미 한 결과값

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채비율이 낮은 상장 및 비상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없는 것을 뜻한다. 이는 Asker의 주장과는 상

반되는 결과로써 한국시장에서는 단기주의가 발생하고 있지 않거나, 단

기주의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

는 제2의 요인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B. 재무적 제약과 부채비율, 기업규모

Varouj A. Aivazian, Ying Ge, Jiaping, Qiu(2005)와 같이 기업의

재무적 제약과 부채비율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 사례들

은 다수 존재한다. 재무적으로 각종 제약사항들이 있는 기업들은 외부로

부터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재의 여유 자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투자

활동 보다는 부채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같은 압력에 놓이기 때문에 원활

한 투자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다. Fazzari, Hubbard, Petersen(1988),

Almeida, Campello, Weisbach(2004), Sean Cleary(1999) 등은 기업의 재

무적 제약을 측정하는 여러 변수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Fazzai, Hubbard,

Peterson(1988)의 유보율(retention rate), Almeida, Campello,

Weisbach(2004)의 채권등급(bond rating) 등은 기업의 재무적 제약 수준

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대신 Sean Cleary의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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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포트폴리오 별 회귀분석

아래의 표는 table 4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투자기회, 수익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전기수의 기업규모, 전

기수의 투자수준, 유동성, 부채비율)을 통제한 회귀분석의 결과표이다. 해당 회귀분석에서 투자변수는 GrossPPE가 사용되었다.

Panel A의 결과값은 전체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값으로 Table 4의 결과값과 동일하다. Panel B는 부채비율에 따라 상장 기업과 비

상장 기업을 각각 3등분 한 이후 같은 등분위수 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값이다. Panel C는 Panel B와 동일하게 총자산(기업규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에는

unmatched sample은 사용되지 않았고, matching이 진행된 이후의 표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 시켰다. ‘*‘, ’**‘, ’***‘는 각각 t-value

의 절대값이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을 나타낸다.

P anel A Full sample

Intercept dummy Inv. Opp Prof Cash lag(size) lag(Inv.) CR Lev

0.056*** 0.004*** 0.015*** 0.108*** -0.021*** -0.003*** 0.008* -0.000 0.008

(8.30) (7.09) (9.38) (21.82) (-4.95) (-6.01) (1.91) (-1.28) (1.63)

P anel B 부채비율

Intercept dummy Inv. Opp Prof Cash lag(size) lag(Inv.) CR Lev

low
0.054** 0.004*** 0.014*** 0.091*** -0.013* -0.003** 0.027*** -0.000 0.097**

(2.83) (5.20) (17.15) (14.80) (-1.89) (-2.46) (3.90) (-0.06) (2.36)

mid
0.049*** 0.004*** 0.017*** 0.130*** -0.027*** -0.002*** 0.017** -0.000 0.028

(3.61) (4.10) (7.34) (11.57) (-2.98) (-3.58) (2.60) (-0.91) (0.68)

High
0.074*** 0.001 0.015*** 0.126*** -0.007 -0.003*** 0.007* -0.001 -0.018***

(7.57) (0.85) (4.45) (11.32) (-0.75) (-5.89) (1.96) (-1.46)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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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

P anel C 총자산

Intercept dummy Inv. Opp Prof Cash lag(size) lag(Inv.) CR Lev

Big
0.003** 0.042** 0.014*** 0.093*** -0.017* -0.002** 0.029 -0.000 0.008

(2.38) (2.45) (7.13) (7.33) (-2.10) (-2.30) (1.48) (-0.90) (1.36)

mid
0.005*** 0.101** 0.018*** 0.113*** -0.015** -0.005* 0.016*** -0.000 0.003

(3.69) (2.17) (6.21) (11.90) (-2.14) (-2.01) (3.79) (-0.95) (0.56)

small
0.005** -0.003 0.013*** 0.109*** -0.023*** 0.001 0.019*** -0.000 0.011

(2.89) (-0.16) (7.67) (15.41) (-5.49) (0.75) (4.45) (-1.6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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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to asset)과 Almeida, Campello, Weisbach(2004)의 총자산(size)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재무적 제약이 기

업의 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6의 panel B는 앞서 말했듯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을 3등분하여 각각 포트폴리오 별로 개별적인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Panel B의 public dummy 변수를 보았을 때 부채

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는 dummy 변수의 계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

을 가지는 대신 높은 부채비율의 포트폴리오에서는 dummy 변수가 무의

미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결국 재무적 제약이 낮은 기

업들의 경우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를 하나,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

활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총자산(size)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Table

6 panel C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10) 재무적 제약이 적은 총자산이

큰 포트폴리오에서는 public dummy 변수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재무적 제약이 큰 총자산이 작은 포트폴리오에서는 public dummy

변수가 무의미한 값을 가진다. 이는 panel B와 마찬가지로 재무적 제약

이 적은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하

나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들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 간의 투자활

동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Table6의 회귀 분석을 통해 한국시장

에서 단기주의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무적 제약 수준

이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의 차이가 발

생하지만, 제약 수준이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보았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단기주의 보다는 재무적 제약의 여부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10) Almeida, Campello, Weisbach(2004)는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재무적

제약 수준도 낮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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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

째, 투자활동에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양상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Asker의 방법론을 따

라 데이터 matching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기타 투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기업규모에 따라 포트폴

리오 구성 등을 통해 개별적인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sker의 실증분석 결과값과는 정 반대로 한국시장에서

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욱 많은 투자활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asker가 통제변수로 설정한 수익성과 투자

기회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채비율, 전기수의 기업규모, 전기수의 투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5가지 변수를 추가시키고,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활용하여 firm fixed effect를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

었다.

이후 대리인 문제와 재무적 제약이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총자산에 따라 3개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앞서 진행했던 연구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포트폴리

오에서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활동에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총자산이 큰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들에

비해 더울 많은 투자를 하나 총자산이 작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렇지 않

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값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 시장에

서는 대리인 문제 보다는 재무적 제약이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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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점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

이다. 외부감사기업 항목이란 법적으로 공개되기가 강제되는 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중간에 데이터 값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지배구조, 최대주주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같은 상세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상장 기업과는 달리 비상장 기업들의 경

우 재무제표 상에 공시되는 데이터 이외의 기업의 내부 정보에 대한 자

료는 구하지 못하였다. 만일 이러한 자료가 주어졌다면 Mehran,

H.(1995), Hoshi, T., Kashyap, A., & Scharfstein, D.(1991).등 여러 학자

들이 주장했던 기업 지배구조와 ownership concentration level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란 현물로서

의 투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Asker 또한 자신들의 논문에서 투자

변수 중 R&D 비용 및 광고비용 또한 투자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데이터 또한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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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정의 출처

GrossPPE/

Gross
유형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  
Asker(2015)

NCA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Asker(2015)

NetPPE 순유형자산  

순유형자산 순유형자산  
12) Asker(2015)

Inv.Opp 매출  

매출 매출  
Asker(2015)

Profitability/

Prof
총자산  

영업이익  
Asker(2015)

CR 유동부채  

유동자산  
Sean Cleary(1999)

Lev 총자산  

총부채  
Sean Cleary(1999)

lag(size) ln 총자산   
David B. Audretsch,

Julie Ann Elston(2002)

lag(inv) ln 투자   
David B. Audretsch,

Julie Ann Elston(2002)

Cash 총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David J. Denis(2010)

Appendix

A. 변수 구성11)

11) 모든 변수들은 전기수의 기업의 상태가 현기수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 아
래 t-1시점을 기준으로 생성 되었다.

12) 순유형자산=유형자산-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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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PPE Inv.Opp Profitability CR Lev Cash lag(size) lag(inv)
GrossPPE 1.00

Inv.Opp 0.05 1.00

Profitability 0.13 -0.13 1.00

CR 0.01 -0.01 1.00

Lev -0.03 0.08 -0.19 0.00 1.00

Cash 0.02 0.00 0.21 0.02 -0.16 1.00

lag(size) 0.02 -0.03 0.04 0.00 -0.01 -0.03 1.00

lag(inv) 0.00 0.01 -0.01 0.00 0.02 -0.01 0.02 1.00

GrossPPE Inv.Opp Profitability CR Lev Cash lag(size) lag(inv)
GrossPPE 1.00

Inv.Opp 0.11 1.00

Profitability 0.15 -0.05 1.00

CR -0.01 -0.01 0.00 1.00

Lev -0.01 0.05 -0.15 -0.03 1.00

Cash 0.00 0.01 0.20 0.06 -0.17 1.00

lag(size) -0.07 -0.10 -0.05 -0.03 0.10 -0.13 1.00

lag(inv) -0.01 0.01 0.00 0.00 0.06 0.00 0.08 1.00

B. Correlation Table

Unmatched Sample

Match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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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speaking, public firms’ cost of financing in lower than

that of private firms which allows public firms to invest more.

However, in many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it has been

shown that in the US market, public firms invest less than private

firm due to “short-termism.” Thus, in this research, I plan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investment behavior between

public and private firms in the Korean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Korean market public firms invest

more compared to private firms. This is result remained the same

even after controlling for investment opportunity, profitability, cash

holdings, size, investment level, liquidity, and leverage.

Furthermore, the level of financial constraint acts as a significant

factor the determines the level of investment of firms in the

Kore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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