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본시장에서 흐름의 변동성과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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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익

의 변동성에 향을 주는 흐름의 변동성과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익․ 흐름․발생액의 변동성은 기업 가치에 음의 

향을 주며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여하고 있는 많은 험 리 활동들을 설명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한다. 이들 변동성은 기존의 험의 척도인 체계  험 · 비체계  험과 달리 기업의 재무제

표 자료로부터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더 유용하다.
본 연구  한국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흐름에 의한 이익 변동성 감소를 발생액에 의한 이

익 변동성 감소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며 이에 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 목표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업 흐름과 발생액의 합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변동성은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 흐름과 발생액의 공분산에 향을 받는다. 이

익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지를 단하는데 기 이 되는 요한 요소이

다. 외국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익의 변동성, 특히 흐름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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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분 외국자본시장을 상으로 연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자본시장에 용하는 데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익의 변동성에 향을 주는 흐름의 변동성과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재무 분야에서는 ‘투자자가 안정 인 흐름을 유지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명제

에 해 논쟁이 있어왔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의견으로, 안정 인 흐름이 기업의 

외부 융에 의존하는 정도를 여주므로 기업 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이 있다.1) 안정

인 흐름을 선호하는 상은 재무 분석가2)나 기  투자자3)에서 나타나고 있고, 

차입 리가 낮은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해진다.4) 반면, 그와 다른 의견도 있다. 만약 자산

이 기업 가치에 한 콜 옵션을 나타내거나5) 는, 흐름의 변동성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면,6)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할 때 흐름의 변동

성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있다.

이러한 논쟁에 해, 최근 Rountree-Weston-Allayannis(2008)[이하 RWA(2008)]는 미

국 증권 시장을 상으로 구체 인 실증  증거를 발표하 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흐름 변동성이 1% 증가하면 기업 가치는 약 0.15% 감소하고 발생액의 변동성은 

기업 가치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흐름을 통

 1) Froot, K., Scharfstein, D., and Stein, J., 1993, Risk Management: Coordinating Corporate 
Investment and Financ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e, 48, 1624-1658.

 2) Lang, M., Lins, K., and Miller D., 2003, ADRs, Analysts, and Accuracy: Does Cross Listing in 
the US Improve a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ncrease Market Valu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7-345.

 3) Badrinath, S.B., Gay, G.D., and Kale, J.D., 1989, Patterns of Institutional Investment, Prudence 
and the “Managerial Safety Net” Hypothe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6, 605-629.

 4) Trueman, B., and Titman, S., 1988, An Empirical Examination of Risk Management Practices in 
the Gold Mining Industry, Journal of Finance 51, 1097-1137.

 5) Merton, R.C., 1974, The Pricing of Corporate Debt: A Note, Journal of Finance 36, 1187-1189.
 6) Pastor, L., and Veronesi, P., 2003, Stock Valuation and Learning about Profitability, Journal of 

Finance 58, 1749-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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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경우에만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발생액을 통해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RWA(2008)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업 리자는 순

가가 0보다 큰 로젝트를 받아들여야 하나 Graham-Harvey-Rajgopal(2005)은 흐

름을 통해 안정 인 이익을 만들기 해서 순 가가 양인 로젝트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음을 발견하 다. Pincus-Rajgopal(2002)은 석유 가스 산업에서 헷지 략으로 

흐름 변동성을 낮춤으로써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략을 우선 취하고 발생액을 통해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략은 그 다음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김외 (2008)은 한국자본시장을 상으로 흐름의 변동성과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고 연구 결과는 RWA(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하지만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공시화되지 않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과 회귀에

서 상 계수가 높은 변수를 함께 사용한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 을 수정하여 다

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 표본의 선정  변수 설정

1. 분석 기간 설정  표본 상 기업 선정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KIS-VALUE II에서 수집한 기업의 연도별 재무 자료와 

KSRI 2008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월별 주가  수익률이다. 분석 기간은 1995년 1

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설정하 다. 그 이유는, 흐름의 측정하기 해 흐름

표의 ‘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을 사용하는데, 

1995년 이 에는 흐름표가 공식 인 재무제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이익․ 흐름․발생액의 변동성과 체계 ․비체계  험을 계산하

기 해서 Shin-Stulz(2002)이 제시한 험 측정에 있어서 완벽한 측(perfect foresight) 

방법을 채택하 다. 이 방법은 특정 연도에서 험과 변동성을 계산하기 해서는 이어

지는 몇 년 간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1995년과 2001년의 자료만을 분석 상으

로 두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의 자료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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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995년과 2001년의 변동성과 험의 계산에 사용하 다.

분석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심을 갖는 표본 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정하 다.

(1) 제조업

(2) 결산이 12월인 기업

(3) 1996~2001년, 2002~2007년의 각 구간에 포함된 기업들  연속 으로 30개월 

이상 월별 주가  수익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

표본 상 기업을 제조업에 한정한 이유는 융 산업  기타 산업의 재무 자료는 제

조업의 그것과 기 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산이 12월인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상 12월이 결산인 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 연속 으로 30개월 이상에 

해서 월별 수익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한정한 이유는 시장 모형의 베타와 잔여

항을 구하기 해서 충분한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이익의 변동성,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이익의 변동성,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을 독립변

수로 두고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두었다. 통제변수는 Lang-Stulz(1994)와 Allayannis- 

Weston(2001)의 연구 방법을 참조하여 체계  험, 비체계  험, 기업 규모, 수익률, 

성장률, 버리지, 시간 효과를 사용하 다.

1) 독립변수: 이익의 변동성,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

이익, 흐름, 발생액 각각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해 이익, 흐름, 발생액 자료

를 재무제표에서 수집하 다.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을 사용하 고 흐름은 

흐름표의 ‘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 항목의 값을 사용하 으며 발생액은 이익

에서 흐름을 뺀 값을 사용하 다. 이익, 흐름, 발생액은 1주당 값을 사용하

다.

변동성을 계산할 때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 이므로 

변동성의 정보가 이미 기업 가치에 반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값을 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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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t년의 변동성을 (t + 1)년부터 (t + 6)년까지에 속하는 연간 

자료로부터 계산하 다.

2) 종속 변수: 기업 가치

기업 가치에 한 용치로 각 기업의 시장가치를 체원가로 표 화시켜  값인 

토빈 Q를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여러 문헌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7) 본 논

문에서는 Chung-Pruitt(1994)에 의한 토빈 Q의 계산 방법을 사용하 다.

토빈의 Q = 시장가치 / 장부가치

         = (자본의 시장가치 + 장기부채의 장부가치) / 총자산의 장부가치

식에서 자본의 사장가치로는 기말시가총액의 합계(보통주+우선주)를 사용하 고, 장

기부채의 장부가치는 차 조표의 고정부채를, 총자산의 장부가치는 차 조표의 자

산총계를 사용하 다.

3) 통제변수

기업 가치에 변동성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기업 가치에 향을 주는 요소

인 체계 ․비체계  험, 기업 규모, 수익률, 성장률, 버리지, 시간효과를 통제하

다.

기업의 체계  험은 베타의 제곱에 시장 수익률의 분산을 곱한 값을 사용하 고 

비체계  험은 그 기업의 수익률의 분산에서 체계  험을 뺀 값을 사용하 다. 베

타를 계산하기 해 1요소 시장 모형을 사용하 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용치로 시가 

총액법에 의한 종합주가지수를 사용하 다. 

기업 규모는 차 조표의 자산총계를 사용하 다. , 수익률은 재무비율의 총자산 

이익률을 사용하 다. 

성장률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매량 비 자본  지출을 사용하 다. 매량 비 

자본  지출은 흐름표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흐름’을 손익계산서의 ‘총매출

 7) Doidge-Karolyi-Stulz(2004), Lang-Stulz(1994), Servaes(1991), Servaes(1996), La Porta-Lopez de 
Silanes-Shleifer-Vishny(2002), Lins(2003), Shin-Stulz(2000), Allayannis-Westo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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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나  값으로 사용하 다. 버리지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총자산 비 부채

로 사용하 다.

시간 효과를 통제하기 해 연도더미변수를 사용하 다. 자료가 1995년도에 해당할 

경우 연도더미변수의 값은 1이고 2001년도에 해당할 경우 연도더미변수의 값은 0이다.

III. 가설 설정  검증 방법

1. 가설의 설정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익의 변동성,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감소한다.

<가설 2> 흐름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감소한다.

<가설 3> 발생액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는 감소한다.

2. 가설 검증 방법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다. 먼  단변량 분석

으로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표본 기업들을 5개의 기업 군으로 분류한 후 각 기

업 군에 해 토빈 Q를 구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본다. , 하나의 변수를 통제하 을 

때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표본 기업을 3개의 기업군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기업의 규모(총자산의 크기)에 따라 3

개의 기업군으로 다시 분류하여 총 9개의 기업군으로 만들고 각 기업군의 평균 토빈 Q

를 구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본다. 같은 방법으로, 기업 규모 신에 자산 비 부채, 

흐름의 규모, 이익 변동성을 분류 기 으로 삼아 기업군의 평균 토빈 Q에 한 경향

성을 살펴본다. 기업 군을 3개씩으로만 분류한 이유는 표본 자료의 크기를 고려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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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유의성을 갖도록 하기 해서 이다.

다변량 분석으로는, ‘II-2. 주요변수의 측정’에서 언 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이익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회귀로 분석하 다. 다  공산성 문제를 제거하기 

해 통제변수 에서 서로 상 계수가 큰 체계  험과 비체계  험은 한 회귀식에 

함께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자산, 자본의 시장가치, 체계  험, 비체계  험, 주당 

순이익 변동성, 주당 흐름 변동성은 자료의 왜도가 크므로 해석의 편리를 해 자

연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 다. 자연 로그를 취한 변수는 탄력성(elasticity)으로 해석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결과에 향을 주지 않는다.

토빈 Q = a1․ln(σE
2) +a2․ln(RISK) + a3․ln(A) + a4․ROA + a5․CAPEX

       + a6․DEBT + a7․YEAR_DUMMY + a8

여기서 σE
2: 주당 순이익의 변동성, RISK: 체계  험(βi

2
σm

2) 는 비체계  험(σe
2),

       A: 총자산, ROA: 총자산 이익률, CAPEX: 매량 비 자본  지출,

       DEBT: 자산 비 부채, YEAR_DUMMY: 연도더미변수

<가설 2>를 검증하기 해, 흐름의 변동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가설 1>을 검증

하는데 사용한 단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발생액의 변동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가설 1>을 검증하

는데 사용한 단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발생액이 기

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완 히 찾아내기 해서는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발생액은 흐름과 달리 기업의 경제  성과를 반드시 반 하는 것이 

아니므로(Leuz-Nanda-Wysocki, 2003)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의 가치에 향을 미치

는 효과가 흐름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독립 이라는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Dechow(199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흐름과 발생액은 강한 음의 상

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앞의 회귀식에서 이익의 변동성을 흐름의 변동성과 발

생액의 변동성으로 체하여 회귀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흐름과 발생액이 이익에 

주는 향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다  공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Barton(2001), Leuz-Nanda-Wysocki(2003), Lang-Raedy- 

Yetman(2003) 등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흐름과 발생액의 공분산이 기업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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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이 경우 <가설 1>을 검증하는데 사용한 식에서 ‘ln(σE
2)’을 

‘ 흐름과 발생액의 공분산’으로 치환한 식을 회귀식으로 사용한다. 만약 공분산의 

값이 클수록 기업 가치에 양의 향을 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흐름의 변화를 

수반한 발생액만이 기업 가치에 향을 다고 해석할 수 있고 발생액의 변동성이 독립

으로 기업 가치에 향을 다고 볼 수 없다. 

IV. 실증 분석 결과

1. 기업의 통계량  상 계수 표

<표 1>은 표본으로 취한 기업의 주요 변수들의 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표본 기업 

수는 1995년에 402개, 2001년에 497개로 총 899개이다. Panel A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들의 통계량이고 Panel B는 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의 통계량이다. 총 

흐름의 평균은 648억 원 정도 이지만 총 발생액의 평균이 -521억 원 정도로 이 둘

의 합인 총 이익의 평균은 총 흐름의 1/5 수 이다. 발생액이 평균 으로 음의 값

을 나타내는 이유는 주로 감가상각비 등 비유동발생액이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종

권-윤종수, 2006). 이익, 흐름, 발생액은 평균에 비해 표 편차가 크고 자료가 치우

쳐있다. 토빈 Q의 평균은 0.578이고 제3사분값이 0.691인 것으로 보아 기업의 체비

용의 추정치에 비해 자산의 시장가치가 낮은 기업(토빈 Q가 1보다 작은 기업)이 다

수임을 알 수 있다(토빈 Q가 1 이상인 기업은 상  5%이다). 총자산은 7,962억 원 정

도이고 발행주식수와 평균주가의 곱인 자본의 시장가치는 2,814억 원 정도이며, 표 편

차가 평균에 비해 크며 자료가 큰 값으로 치우쳐져 있다. 총자산 이익률과 매량 비 

자본  지출의 평균은 각각 0.028, 0.043이고 평균에 비해 표 편차는 크지만 평균과 

간값이 거의 비슷하여 자료의 치우침은 음을 알 수 있다. 자산 비 부채의 평균은 

0.577로 부채가 자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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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의 통계량 요약

Panel A: 기업 특성 변수

평균 표 편차 제1사분값 간값 제3사분값

총 이익* 12,654 290,508 486 3,617 10,776 
총 흐름* 64,800 382,951 -297 5,629 23,000
총 발생액* -52,146 312,155 -16,753 -2,826 3,009
주당 순이익** 1.143 16.884 0.173 0.832 2.296
주당 흐름** 3.186 9.830 -0.088 1.600 4.521 
주당 발생액** -2.043 20.445 -3.339 -0.759 0.923
토빈 Q 0.578 0.377 0.364 0.509 0.691 
총자산* 796,213 2,818,003 75,363 157,825 431,373
자본의 시장가치* 281,365 1,662,770 14,605 35,644 107,429
총자산 이익률 0.028 0.103 0.004 0.021 0.049 
자산 비 부채 0.577 0.193 0.436 0.594 0.720

매량 비 자본  지출 0.043 0.189 0.005 0.051 0.107 
Panel B: 험 측정 변수

체계  험 0.011 0.045 0.000 0.000 0.004 
비체계  험 18.588 88.991 0.001 0.002 11.011
주당 순이익의 변동성(std.) 4.696 26.799 0.711 1.682 3.501 
주당 흐름의 변동성(std.) 4.210 6.428 1.196 2.597 4.686 
주당 발생액의 변동성(std.) 6.188 27.113 1.375 2.798 5.504
주: *은 단 가 ‘백만원’임을, **은 단 가 ‘천원/1주’임을 의미한다.

험 측정변수  비체계  험은 체계  험에 비해 평균과 표 편차가 매우 크

다. 즉, 기업의 총 험  비체계  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체계  험과 비체계  험의 제3사분값이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부터 자료가 

큰 값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당 순이익의 변동성, 주당 흐름의 변동

성, 주당 발생액의 변동성은 그 평균의 값이 체계  험․비체계  험에 비해 유사

하고 그 치우침도 은 편이다.

<표 2>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간의 상 계

수이다. 주당 순이익은 주당 흐름과 음의 상 계를 갖고 주당 순이익은 주당 발

생액과 양의 계를 가지며 주당 흐름과 주당 발생액은 음의 상 계를 갖는다. 

주당 흐름이 증가할 경우, 주당 흐름의 증가량보다 주당 발생액의 감소량이 더 

커서 이 둘의 합인 주당 순이익은 감소하고, 주당 흐름과 주당 이익이 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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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간 상 계수

기업 특성 변수 험 측정 변수

E/S CF/S A/S Q A βi
2
σm

2
σe

2
σE

2
σCF

2
σA

2

E/S 1

CF/S -0.109***
(0.001) 1

A/S 0.878***
(0.000)

-0.571***
(0.000) 1

Q 0.045
(0.182)

0.091***
(0.007)

-0.007
(0.840) 1

A 0.033
(0.321)

0.163***
(0.000)

-0.051
(0.127)

0.072**
(0.030) 1

βi
2
σm

2 -0.046
(0.171)

-0.007
(0.838)

-0.034
(0.302)

0.012
(0.715)

0.014
(0.668) 1

σe
2 -0.052

(0.118)
-0.019
(0.561)

-0.034
(0.311)

0.021
(0.532)

-0.020
(0.542)

0.079***
(0.000) 1

σE
2 -0.017

(0.614)
0.018

(0.592)
-0.023
(0.500)

-0.028
(0.397)

0.070**
(0.037)

0.063*
(0.060)

0.032
(0.333) 1

σCF
2 0.075**

(0.024)
0.242***
(0.000)

-0.054
(0.104)

-0.007
(0.824)

0.055*
(0.099)

0.014
(0.670)

-0.015
(0.663)

0.190***
(0.000) 1

σA
2 -0.007

(0.823)
0.046

(0.166)
-0.028
(0.395)

-0.034
(0.304)

0.064*
(0.056)

0.054
(0.105)

0.027
(0.421)

0.986***
(0.000)

0.304***
(0.000) 1

주: 표에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E/S: 주당 순이익, CF/S: 주당 흐름, A/S: 
주당 발생액, Q: 토빈의 Q, A: 총자산, βi

2σm
2: 체계  험, σe

2: 비체계  험, σE
2: 주당 순이익의 

변동성, σCF
2: 주당 흐름의 변동성, σA

2: 주당 발생액의 변동성. 소 호 안의 값은 ‘상 계수의 

값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에 한 p-값을 의미하며 ***, **, *은 각각 1%, 5%, 10% 수 에서 상

계수의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당 발생액이 증가할 경우, 주당 발생액의 증가량

이 주당 흐름의 증가량보다 크므로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고, 주당 발생액과 주당 

이익은 양의 상 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토빈 Q는 총자산과 양의 상 계

를 가지므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가치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계  험

과 비체계  험은 양의 상 계를 가지며 이는 체계  험이 비체계  험과 완

히 독립 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계  험과 비체계  험은 하나의 회귀

식에 변수로 함께 포함될 수 없다. 

이익의 변동성, 흐름의 변동성, 발생액의 변동성은 총자산과 양의 상 계를 가

지므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이 더 크다. 이익의 변동성은 흐름의 변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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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액의 변동성 모두에 해 양의 상 계를 갖는다. 이익의 변동성과 흐름의 변

동성의 상 계수는 높지 않지만 이익의 변동성과 발생액의 변동성은 1에 가까운 상

계수를 가지므로 발생액의 변동성이 이익의 변동성과 더욱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생산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심의 강력한 성장

략을 성공시켰고, 생산제조설비에 한 막 한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나 감모상각비 

등의 발생액이 필연 으로 높게 나타난다(황이석, 2008). 그러므로 발생액이 이익에 미

치는 향이 미국보다 크고, 발생액의 변동성과 이익의 변동성 간의 상 계수도 더 클 

수밖에 없다.

2. <가설 1>을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의 결과

<표 3>은 <가설 1>을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의 결과이다. Panel A는 다른 조건

을 통제하지 않고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토빈 Q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한 것으로,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토빈 Q의 평균과 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익

의 변동성이 가장 큰 기업군의 토빈 Q는 경향성에 벗어나는 큰 값이며 이는 이 기업군

의 표 편차가 다른 기업군의 표 편차에 비해 크고 토빈 Q의 분포가 쪽으로 치우쳐

져 있음에 기인한다.

Panel B는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 을 때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

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표 3> <가설 1>의 검증에 한 단변량 분석 결과

Panel A: 토빈 Q

이익의 변동성

평균 간값

1 (최소)
2     .
3     .
4     .
5 (최 )

차이(최소-최 )

0.626
0.597
0.581
0.506
0.584
0.062

0.560
0.526
0.498
0.498
0.50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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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기업군에서는 이익의 

변동성에 따른 평균 토빈 Q 변화의 경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규모가 토빈 Q

에 미치는 향을 확실한 경향성을 악하기 힘들다. 

Panel B: 평균 토빈 Q

ln(총 자산)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이익의

변동성

1 (최소) 0.678 0.551 0.558 0.120

2     . 0.632 0.508 0.572 0.060

3 (최 ) 0.563 0.543 0.558 0.005

차이(최소-최 ) 0.115 0.108 0.000

Panel C는 버리지를 통제하 을 때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평

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산 비 부채가 낮을수록 토빈 Q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버리지는 토빈 Q에 음의 향을 미친다.

Panel C: 평균 토빈 Q

자산 비 부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이익의

변동성

1 (최소) 0.715 0.548 0.517 0.198

2     . 0.626 0.535 0.556 0.070

3 (최 ) 0.616 0.534 0.528 0.088

차이(최소-최 ) 0.099 0.014 -0.011

Panel D는 흐름을 통제하 을 때 이익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흐름을 통제하더라도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흐름이 높을수록 토빈 Q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므로 흐름은 토빈 Q에 양의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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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 평균 토빈 Q

흐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이익의

변동성

1 (최소) 0.579 0.628 0.658 -0.079

2     . 0.561 0.534 0.607 -0.046

3 (최 ) 0.507 0.495 0.619 -0.112

차이(최소-최 ) 0.072 0.133 0.039

<가설 1>을 검증하기 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8)

토빈 Q = -0.017**ln(σE
2)[-1.683] + 0.017***ln(βi

2
σm

2)[3.237] + 0.005ln(A)[0.528]

       + 0.729***ROA[5.934] - 0.287***CAPEX[-4.266] - 0.255***DEBT[-3.501]

       + 0.151***YEAR_DUMMY[5.495] + 0.686***[3.887]

         (adjust R2: 0.094)

토빈 Q = -0.020**ln(σE
2)[-1.942] + 0.008***ln(σe

2)[2.875] + 0.010ln(A)[0.994]

       + 0.726***ROA[5.898] - 0.286***CAPEX[-4.235] - 0.260***DEBT[-3.547]

       + 0.169***YEAR_DUMMY[5.956] + 0.490***[2.745]

         (adjust R2: 0.092)

이익의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에 음의 향을 주며 이는 5% 수 에서 유의하다. 체계

 험과 비체계  험은 기업의 가치와 양의 계를 갖고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

형에 의하면 체계  험이 클수록 자산의 가격은 높은 할인율에 의해 가로 계산되므

로 체계  험은 가와 음의 상 계를 갖게 되고 기업의 가치와는 양의 상 계를 

갖는다. 비체계  험은 체계  험과 양의 상 계를 가지므로 비체계 인 험도 

기업의 가치와 양의 상 계를 갖게 된다. 총자산 이익률은 기업가치와 양의 계를 

가지며,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은 합당하다. 성장률의 

용치인 매량 비 자본  지출은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를 갖는다. 자산 비 

 8) 식의 계수 에 붙은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  ] 안의 값은 

각 계수에 한 t-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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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를 가지며 이는 단변량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1) <가설 2>를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의 결과

<표 4>는 <가설 2>를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의 결과이다. Panel A는 다른 조건

을 통제하지 않고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 토빈 Q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한 것

으로, 흐름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토빈 Q의 평균과 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Panel B는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 을 때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흐름의 변동성이 낮아

질수록 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규모가 간인 큰 기업군에서

는 이익의 변동성에 따른 평균 토빈 Q 변화의 경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규모

가 토빈 Q에 미치는 향을 확실한 경향성을 악하기 힘들다. 

<표 4> <가설 2>의 검증에 한 단변량 분석 결과

Panel A: 토빈 Q

흐름의 변동성

평균 간값

1 (최소) 0.662 0.586
2     . 0.591 0.531
3     . 0.579 0.521
4     . 0.536 0.477
5 (최 ) 0.525 0.451

차이(최소-최 ) 0.137 0.435

Panel B: 평균 토빈 Q

ln(총 자산)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흐름의

변동성

1 (최소) 0.694 0.530 0.616 0.068

2     . 0.609 0.533 0.614 -0.005

3 (최 ) 0.517 0.536 0.509 0.008

차이(최소-최 ) 0.167 -0.0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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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는 버리지를 통제하 을 때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

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흐름의 변동성이 낮아질

수록 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산 비 부채가 낮을수록 토빈 Q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버리지는 토빈 Q에 음의 향을 미친다.

Panel C: 평균 토빈 Q

자산 비 부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흐름의

변동성

1 (최소) 0.668 0.567 0.657 0.011

2     . 0.707 0.540 0.509 0.198

3 (최 ) 0.593 0.512 0.482 0.111

차이(최소-최 ) 0.075 0.055 0.175

Panel D는 흐름을 통제하 을 때 흐름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

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흐름을 통제하더라도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평

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흐름이 높을수록 토빈 Q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흐름은 토빈 Q에 양의 향을 미친다.

Panel D: 평균 토빈 Q

흐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흐름의

변동성

1 (최소) 0.647 0.605 0.676 -0.029

2     . 0.498 0.572 0.663 -0.165

3 (최 ) 0.450 0.458 0.581 -0.131

차이(최소-최 ) 0.197 0.147 0.095

<가설 2>를 검증하기 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빈 Q = -0.037***ln(σCF
2)[-3.125] + 0.015***ln(βi

2
σm

2)[2.867] + 0.010ln(A)[1.086]

       + 0.748***ROA[6.115] - 0.272***CAPEX[-4.050] - 0.245***DEBT[-3.387]



92  經營論集, 第 42 卷 統合號

       + 0.172***YEAR_DUMMY[6.050] + 0.574***[3.179]

         (adjust R2: 0.100)

토빈 Q = -0.040***ln(σCF
2)[-3.408] + 0.007***ln(σe

2)[2.627] + 0.015ln(A)[1.512]

       + 0.747***ROA[6.105] - 0.269***CAPEX[-3.995] - 0.251***DEBT[-3.436]

       + 0.189***YEAR_DUMMY[6.529] + 0.398**[2.223]

         (adjust R2: 0.106)

흐름의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에 음의 향을 주며 이는 1% 수 에서 유의하다. 

흐름의 변동성에 한 회귀 계수가 이익의 변동성에 한 회귀 계수에 비해 크다는 

과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고 adjust R2
도 높다는 으로부터, 흐름의 변동성

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더 근원 인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  험과 비체계

 험은 기업의 가치와 양의 계를 갖고 있다. 총자산 이익률은 기업가치와 양의 

계를 가지며,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은 합당하다. 성장률

의 용치인 매량 비 자본  지출은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를 갖는다. 자산 

비 부채는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를 가지며 이는 단변량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2) <가설 3>을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의 결과

<표 5>는 <가설 3>을 검증하기 한 단변량 분석의 결과이다. Panel A는 다른 조건

을 통제하지 않고 발생액의 변동성에 따라 토빈 Q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한 것으로, 

발생액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토빈 Q의 평균과 간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 <가설 3>의 검증에 한 단변량 분석 결과

Panel A: 토빈 Q
발생액의 변동성

평균 간값

1 (최소) 0.667 0.620
2     . 0.621 0.521
3     . 0.561 0.477
4     . 0.560 0.495
5 (최 ) 0.483 0.495

차이(최소-최 ) 0.18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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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는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 을 때 발생액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발생액의 변동성이 낮아질

수록 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규모가 토빈 Q에 미치는 향을 확

실한 경향성을 악하기 힘들다. 

Panel B: 평균 토빈 Q

ln(총 자산)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발생액의

변동성

1 (최소) 0.710 0.535 0.514 0.196

2     . 0.612 0.514 0.599 0.013

3 (최 ) 0.491 0.514 0.502 -0.011

차이(최소-최 ) 0.219 0.021 0.012

Panel C는 버리지를 통제하 을 때 발생액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발생액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평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산 비 부채가 낮을수록 토빈 Q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므로 버리지는 토빈 Q에 음의 향을 미친다.

Panel C: 평균 토빈 Q

자산 비 부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발생액의

변동성

1 (최소) 0.703 0.562 0.654 0.049

2     . 0.653 0.540 0.528 0.125

3 (최 ) 0.592 0.516 0.479 0.113

차이(최소-최 ) 0.111 0.046 0.175

Panel D는 흐름을 통제하 을 때 발생액의 변동성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평균 

토빈 Q를 나타낸 것이다. 흐름을 통제하더라도 발생액의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평

균 토빈 Q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흐름이 높을수록 토빈 Q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흐름은 토빈 Q에 양의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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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 평균 토빈 Q

흐름

1
(최소)

2 3
(최 )

차이
(최소-최 )

발생액의

변동성

1 (최소) 0.652 0.643 0.652 0.000

2     . 0.513 0.526 0.659 -0.146

3 (최 ) 0.457 0.484 0.578 -0.121

차이(최소-최 ) 0.195 0.159 0.074

<가설 3>을 검증하기 한 발생액의 변동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변량 분석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토빈 Q = -0.044***ln(σA
2)[-3.915] + 0.016***ln(βi

2
σm

2)[3.159] + 0.012ln(A)[1.275]

       + 0.730***ROA[5.991] - 0.291***CAPEX[-4.358] - 0.223***DEBT[-3.059]

       + 0.176***YEAR_DUMMY[6.310] + 0.551***[3.090]

         (adjust R2: 0.107)

토빈 Q = -0.048***ln(σA
2)[-4.250] + 0.008***ln(σe

2)[3.088] + 0.017**ln(A)[1.793]

       + 0.747***ROA[5.966] - 0.289***CAPEX[-4.318] - 0.230***DEBT[-3.141]

       + 0.197***YEAR_DUMMY[6.850] + 0.349**[1.957]

         (adjust R2: 0.106)

발생액의 변동성은 기업의 가치에 음의 향을 주며 이는 1% 수 에서 유의하다.  

발생액의 변동성이 갖는 계수가 이익의 변동성이 갖는 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부터, 

흐름의 변동성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더 근원 인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생

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이 흐름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의 정도와 비슷하며 adjusted R2
로부터 그 설명력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

계  험과 비체계  험은 기업의 가치와 양의 계를 갖고 있다. 총자산 이익률은 

기업가치와 양의 계를 가지며, 기업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은 

합당하다. 성장률의 용치인 매량 비 자본  지출은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

를 갖는다. 자산 비 부채는 기업의 가치와 음의 상 계를 가지며 이는 단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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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흐름과 발생액의 공분산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변량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9)

토빈 Q = 0.000Cov(CF, A)[-0.596] + 0.016***ln(βi
2
σm

2)[2.990] + 0.001ln(A)[0.109]

       + 0.737***ROA[6.001] - 0.028***CAPEX[-4.228] - 0.266***DEBT[-3.660]

       + 0.137***YEAR_DUMMY[5.167] + 0.756***[4.403]

         (adjust R2: 0.092)

토빈 Q = 0.000Cov(CF, A)[-0.722] + 0.006***ln(σe
2)[2.440] + 0.004ln(A)[0.422]

       + 0.736***ROA[5.980] - 0.284***CAPEX[-4.205] - 0.269***DEBT[-3.658]

       + 0.150***YEAR_DUMMY[5.542] + 0.595***[3.491]

         (adjust R2: 0.089)

공분산에 한 계수는 0에 가깝고 그 유의도가 낮으므로 공분산이 기업의 가치에 미

치는 향이 매우 약하다. 즉, 발생액이 기업의 가치에 향을 미칠 때 흐름의 변화

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액의 변동성은 기업 가치에 음

의 향을 다고 볼 수 있으며, 회귀식의 계수와 adjust R2
를 비교하 을 때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정도는 흐름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회귀결과에서도 통제변수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은 이

 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익․ 흐름․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 가치에 

음의 향을 다는 가설을 확인하 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여하고 있는 많은 

험 리 활동들을 설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리자가 흐름을 통해 이

 9) Cov(CF, A)는 흐름과 발생액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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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변동성을 낮추는 행 나 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낮추는 행 가 기업 가치 상승에 

향을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

흐름․발생액의 변동성을 기업 가치 단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익․ 흐름․발생액의 변동성은 기존의 험의 척도인 체계  험․비체계  험

과 달리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로부터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기

업 리자의 기업 험 리 정책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부터 한국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흐름에 의한 이익 변동

성 감소를 발생액에 의한 이익 변동성 감소보다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

고 이는 RWA(2008), 김외 (2008)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오히려 흐름과 발생

액이 기업 가치에 주는 향이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발생액의 변동성이 이익의 

변동성과 상 계가 거의 1에 가깝다(0.986)는 을 볼 때, 한국에서 발생액의 변동성

은 이익의 변동성과 매우 한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산업의 특성상 발

생액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익에 큰 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고려하

여 발생액의 변동성이 갖는 정보를 흐름의 변동성이 갖는 정보와 등한 정도로 받

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발생액의 변동성과 이익의 변동성이 어떠한 

상 계를 갖는지 확인하지 못하 지만 만약 한국의 경우와 다르다면 이러한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가치에 향을 다는 결과에 한 다른 해석은, 발생액이 높

을수록 기업의 분식 가능성이 높고 회계 투명성이 낮아서 기업가치가 낮다는 연구결과

로부터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액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발생액의 증감이 더 두드러지고 발생액의 변동성은 더 커지므로 투자자

들은 이러한 발생액의 변동성을 기업의 투명성 평가의 기 으로 사용하게 되어 기업 가

치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자본시장에서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방식

으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미국자본시장에서의 향과 달라지는지에 해 규명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발생액의 변동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이 성립하는지에 한 검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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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Volatilities of Cashflow and Accruals Effect on the 
Firm Value: The Korea Case

10)Jung Sik Park**
Sang Kyun Park**

We studied how volatilities of earnings, operating incomes, and accruals effect on 

the firm value in Korean capital market. In Korean capital market, volatilities of 

earnings, operating incomes, and accruals effect on the firm value negatively, and this 

result plays important roles to explain many corporate risk management activities. 

Unlike the existing risk measures―systematic risk and idiosyncratic risk, these 

volatilities is more useful since being calculated easily with financial statement.

The result, that investors have no preference of the low earnings volatility through 

cash flow over that through accruals (non-cash flow), disagrees with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se result needs to be verified in further studies.

Keywords: earnings volatility, operating incomes volatility, accruals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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