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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최근의 경제위기하에서 상장기업의 회계수치의

주가 관련성이 저하되었으리라는 추론을 실증하는 것이다.

1996년 이후 99년까지 계속해서 이익과 순장부가치의 주가설명력이 낮아졌으며, 99년의 경우에는 이

익보다 순장부가에 의한 주가설명력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익 또는 순장부가 하나 만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보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한 경우 주가설명력이 증가하 다. 

이는 경제위기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수치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크게 하락하 고, 기업의

수익성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I. 서 론

현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언급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표가 주가이익비율

(Price/Earning; 이하 PER)과 주가순장부가비율(Price/BookValue; 이하 PBR)이다.

PER는 일정시점의 주가를 일정기간 동안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자본시장

에서 투자자들이 한 단위의 이익에 해 얼마만큼의 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나타

낸다. PBR은 일정시점의 주가를 일정시점의 장부가로 나눈 비율로, 자본시장에서 투

자자들이 장부가에 해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PER가 개별

기업의 단위 수익력에 한 상 적 주가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인 반면, PBR은 기업의

자산가치 비 상 적 주가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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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PER, PBR를 통해 현 주가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앞서 회계수치의 질에

한 평가 즉, 기업가치관련성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한 이익과 순장

부가에 해 주가는 다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 상간의 PER,

PBR의 차이를 두고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순장부가 등의 회계수치가 신뢰성을 상실한 정보이거나 또는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주가는 회계수치보다는 다른

정보에 더욱 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회계수치를 이용한 기업가치 측정과 주가수

준의 적정성 판단은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수치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의 경제위기가 회계수치의 질 저하를 야기하 는지는 의미있는 연구과제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전후의 상장기업의 이익과 순장부가의 기업가치관련

성의 변화를 통해 경제위기하에서 상장기업의 회계수치의 질이 저하되었는지 실증하

고자 하 다. 경제위기 하에서 회계수치의 질이 저하되었다면, 각 회계수치의 주가관

련성은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II. PER, PBR과 회계수치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의 검토

1. PER, PBR의 검토

PER, PBR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회계

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순장부가에 해 관심이 집중된 것

은 회계의 정보의 집합(aggregation)속성에 기인한다. 회계절차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치측정치라 할 수 있는 요약수치로 집약하며, 그 주된 요약수치는 차 조표와 손

익계산서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회계정보인 순장부가와 이익이다.

회계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현재회계이익이 모든 미래기 이익을 표하는 가치

로서 의미를 지닌다면 회계이익과 기업가치(주가)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128 經 � , 36 卷 2 3



[Penman, 1992]. 회계이익만으로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현재이익이 가치충분(value-sufficient)한 경우 배당전주가와 이익의 비는 PER를 의미

하며, 그 차이는 할인율 즉, 기업의 위험의 차이에 기인한다. 

<순이익모형>           → <PER>

Pt + dt = φXt (Pt + dt)/Xt = φ

단, Pt + dt: 배당이전의 t시점의 주가

Xt: t시점의 회계이익

φ= (1 + 할인률)/할인률

한편, 순장부가가 가치충분한 경우 기업가치는 순장부가와 같다. 

<순장부가모형>           → <PER>

Pt = BVt Pt/BVt = 1

단, BVt: t시점의 순장부가치

기존의 PER, PBR 연구는 이익의 승수 또는 순장부가의 승수를 확인하는 문제로

기업가치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이익 또는 순장부가 각각이 가치충분하다는 가

정하에 자본화계수를 찾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계이익 또는 순장부가가

기업가치에 해 가치충분하다는 가정은 문제가 있다.

우선, 기존 실증연구에 따르면 PER의 차이가 기업의 위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

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즉, PER의 차이는 위험의 차이에 의하지 않으며 현재이익은

미래기 이익을 표하지 못한다. Beaver and Morse(1978)는 배당지급율∙체계적위

험∙회계이익성장률∙재고자산처리방법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횡단면적으로 PER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방법상의 차이만이 PER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처리방법을 조정한 후 PER의 안정성이 높아진

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 또한 회계에 의한 기업가치인 순장부가가 시장에

서 인식되는 시장가치와 같아지는 완전회계(perfect accounting)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회계는 가정과 많은 회계원칙에 의해 불완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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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화폐안정의 공준 또는 발생주의 원칙 등은 순장부가를 가치충분하지 않도록

한다. 실제로 기업은 할증 또는 할인되어 평가되고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시장가치와 순장부가의 차이는 업권(unrecorded goodwill)이며 이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기 미래이익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PER, PBR를 이용한 투자분석에도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투자지표로서

PER 또는 PBR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투자수익의 획득은 이들 지표의 평균회귀현상

을 이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이익과 순장부가가 주가수준에 해 서로

다른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예상에 해, Penman(1992)은 PER, PBR

두변수의 조합을 기초로 기업을 분류하고 각 기업군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분하는 정

보를 찾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PBR은 현재의 순장부가로부터 ρ(= 1 + r) 즉, (1+자본비용)에 의해 투사

(project)된 것에 비한 기 미래이익의 크기를 의미하며, PER는 현재이익으로부터

ρ에 의해 투사된 것에 비한 미래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각 셀은 기

미래이익의 수준과 현이익수준으로부터 기 되는 이익의 변화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각 셀 별로 기업가치에 한 회계이익과 순장부가의 역할을 통해 이익과 순장

부가를 함께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셀 A, 셀 D의 기업들에 해서는 회계이익과 순장부가가 고평가∙저평가 등의 주

가수준에 해 동일한 예상을 한다. 즉, PER, PBR를 투자지표로 각각 이용할 경우

고PER이며 고PBR인 기업들은 모두 매도전략, 저PER이며 저PBR인 기업들은 모두

매수전략에 해당하는 기업군이다. 그러나 셀 B, 셀 C의 기업들에 해서는 회계이익

과 순장부가가 주가수준에 해 예상을 달리한다. 셀 B는 PER에 의할 경우 매수전

략을 취하게 되지만 PBR에 의할 경우 매도전략을 취하게 된다. 셀 C의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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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 이다. 즉, 회계수치로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 주가수준의 적정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투자전략 또한 달라진다.

물론, 이익이 가치충분한 경우에는 PER를 이용해서, 순장부가가 가치충분한 경우

에는 PBR을 이용해서 투자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과 순

장부가가 부분적으로 가치충분할 때에는 두 회계정보를 함께 이용한 투자분석이 적

절할 수 있다. 실증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aston and Harris(1991)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치평가시 이익과 순장부가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순장

부가에 한 가중치가 높을 때 이익에 한 가중치는 낮았으며 이익에 한 가중치가

높을 때 순장부가에 한 가중치는 높았다. 이 결과는 이익과 순장부가을 함께 이용

하여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주가평가모형과 투자지표로서 PER와 PBR은 서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회계이익과 순장부가가 기업가치에 한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회계는 명목적인 기업가치측정체계로 그 결과

인, 순장부가는 명목적인 기업가치를, 이익은 명목적인 기업가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에서 살펴볼 Ohlson(19995)의 회계수치를 이용한 평가모형과 이후의 연구결과는

이익과 순장부가가 함께 보완적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Ohlson(1995)모형1)의 검토

Ohlson(1995)의 주가평가모형은 기본적인 주가평가모형(present value of expected

dividend; PVED)에 한 가정에 덧붙여 기본적인 회계관계에 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주가는 미래기 배당의 현가에 의해 결정되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투자자들

에 해서는 동질적인 믿음(homogeneous beliefs)과 위험중립성(risk neutrality)를 가정

하고 이자율에 해서는 비확률적이고 평평한 기간구조(non-stochastic and flat term

structure)를 가정한다. 기본적인 회계관계에 한 가정은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의미

하는 순수잉여관계(clean surplus relation; CSR)로 표현된다. 순수잉여관계는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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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장부가로 부터 지급되며 이익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래배당할인모형] Pt = Σ
∞

τ=1
R–τ

F Et[d
~
t+t]

[순수잉여관계] bvt = bvt-1 + xt – dt

∂bvt/∂t = –1

∂xt/∂dt = 0

단, P: 주주지분의 시장가치 RF: 무위험이자율 + 1

bv: 주주지분의 순장부가 x: (t – 1, t)기 이익

d: 자본납입(capital contribution)을 상계한 순배당.

c: 업활동에 투자를 상계한 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된 순현금흐름

미래배당할인모형과 순수잉여관계로부터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순장부가를 초과하는 기업가치는 미래비정상이익의 현가이다. 이때 정상이익은 (RF –

1)bvt – 1이며, 비정상이익(초과이익)은 xt
a = xt – (RF – 1)bvt-1이다. 기본모형은 회계

수치에 기초한 방법으로 업권의 차이 즉, 시가와 순장부가의 차이는 명백한 잉여관

계를 만족하는 모든 회계원칙에 해 일치한다.

[기본모형] PVR, CSR, xt
a, regularity condition(RF

-rEt[bv~
t+r] → 0 as r → ∞) 하에서,

Pt =  bvt +  Σ
∞

r=1
R–r

F Et[xa~
t+r]

그런데 비정상이익 등의 가치관련 정보에 해 다음과 같은 선형마코비안구조

(linear, markovian structure)를 갖는 선형정보과정(linear information model; LIM)을

가정하면, 기업가치는 동 시점의 순장부가와 이익의 선형결합에 의해 표현된다. 즉,

기 비정상이익이 과거의 비정상이익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정상이익이 기간

의 경과와 함께 소멸되면, 기업가치는 앞서 PER, PBR의 검토에서 살펴본 이익모형

과 순장부가모형의 가중합과 기타정보에 의해 표현된다. 즉, 선형모형에서 기타정보

를 배제할 경우, k = 1로 가정하면 순이익모형을, k = 0로 가정하면 순장부가 모형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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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정보가정: LIM] xa
t+1 = wxt

a + vt + ε ~
1t+1

v~
t+1 = γvt + ε ~

2t+1

제약:  Et[εkt+τ] = 0, k = 1, 2 and τ ≥ 1

0 ≤ w, γ≤ 1

[선형모형] Pt = k(φxt – dt) + (1 – k)bvt + βvt

단, φ= RF/(RF – 1)

k = w(RF – 1)/(RF – w)

3. 회계수치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의 검토

기업가치평가모형이란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이 변수로부

터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속성에 따라 미래현금흐름할인모형, 미래배당

할인모형, 미래이익할인모형, 주가배수모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속성은 기업가

치를 계산하기 위해 할인되는 상으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어느 모형이 기업가치평가모형으로 적절한지에 한 평가는 이론적인 요구와 실증

적인 요구에 모두 부합되는지에 달려있다.2) 우선 모형은 가치평가이론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가치가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것이라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둘째,

실제 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실용적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에 의할 때 보다 적용시 효

율적이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한 예측의 정확성이 기업가치측정의 정확성에

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단기의 예측을 통해 정확한 기업가치에 접근하는 것이 가

능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

야 한다다. 셋째, 평가속성이 기업가치 결정요인이어야 한다. 평가속성이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기업 환경을 반 할 경우 평가속성에 한 유용성을 주

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Ohlson(1995)의 모형을 의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Ohlson(1995)은 미래배당할인모형에 회계구조에 한 기본가정을 추가하여 평가속

성으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모형을 유도하 다. 회계정보평가모형으로서 이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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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가치평가모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가치평가모형으로서 이론적∙개념적 타당성을 지닌다. 명백한 잉여관계

에 의하면 투자자입장에서 현금흐름인 배당은 이익크기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순

장부가로부터 지급되는데 이는 회계의 기본구조와 일치한다. 둘째, 현금흐름을 얻기

위해 회계정보를 해체(undo)하는 신 회계수치를 직접 사용하며 회계정보를 기업가

치 결정요소로 고려한다. 셋째, 회계수치평가모형은 회계측정의 속성에 의존한다. 주

된 회계정보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인식되는 기업가치(순장부가)와 기업가치의 변

화(이익)로 회계는 명목적 가치측정체계이다. 넷째, 기 가치가 우선 합산되고 나서

자본화되는 이익의 합산속성(aggregation property of accounting)을 지니며 무한정의

기간에 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업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또는 자의적인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평가시 기본모형은 유지된다. 보고이

익의 기간간 배분은 순장부가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이는 정확히 기 미래비정상이익

의 현가에 동일한 반 의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섯째, 투자자들이 실제로 회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형은 사전적으로 수용되므로 기본모형은 회계정보가 투

자자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의 일부가 아니라도 유지된다.

다른 평가모형에 한 회계수치에 기초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의 이론적인 우월성은

실증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Ohlson(1995)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가

치평가모형을 검증한 실증연구들은 모형의 타당성과 투자분석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ernard(1995)는 Ohlson(1995)의 기본모형과 미래배당할인모형을 실증적으로 비교

하 다. Value Line에 의해 제공되는 미래 1∙2∙4기의 미래이익 예측정보와 현재

순장부가가 주당주가의 68%를 설명한 반면, 미래 1∙2∙4기 배당은 29%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속성으로 배당보다는 회계수치가 더 적절함

을 보여준다. 동일한 할인율, 보수주의회계의 무시, 효율적 시장하의 주가 등의 가정

을 완화하고 미래 3기 이익예측치를 포함하면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Easton and Harris(1991)는 기업가치가 이익과 순장부가의 가중합으로 표현되는

Ohlson(1995)의 선형모형에 기초하여 가치평가시 이익과 순장부가 사이의 관계에

해 실증분석하 다. 실증분석의 결과 장부가에 한 가중치가 높을 때 이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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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낮게 나타났다. 즉, 주가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이익과 순장부가의 가중

합이었다. 또한 이익에 한 가중치는 이익의 지속성이 높을 때 더 높았지만 지속성

이 낮고 장부가가 상 적으로 더 가치관련적일 때 가중치는 낮게 나타나 모형에 부합

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기업∙시간∙산업별 이익과 장부가에 한 상 적 중요

도 차이에 한 향후 연구를 기 하 으며 이 차이에 한 잠재적 설명으로 회계측정

문제∙회계원칙의 선택∙기업수명단계를 꼽았다.

Fairfield and Harris(1993)는 주가장부가치비율(PBR)과 주가이익비율(PBR)을 이용

한 투자모형이 Ohlson(1995)의 선형모형의 특수한 형태임을 보이고 이 모형을 이용

해 위험과 규모를 고려한 후에도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함을 실증하 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PER과 PBR이 내재가치모형으로 타당하며 이익과 순장부가가 내재가

치의 측정지표로 유용한 것으로 해석하 다.

III. 회계수치의 주가관련성 변화 실증분석

1. 표본의 선정과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1996년에서 1999년까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상장된지 2년이상 경

과한 제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상으로 표본을 선정하 다. 12월 결산법인에 한

정한 이유는 결산일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외부경제여건에 의해 향을 받으며 우리

나라에서 결산일이 같은 기업은 체로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체에 한정한 것은 은행, 단기금융,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에 속한 기업들과 회

계정보가 동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관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업환경이 다르며 규제가 심하며,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어 동일

한 계정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제조기업과는 그 의미가 이질적이다. 그리고 각 연도말

기준으로 2년이상 상장기업에 한정한 것은 투자분석에서 기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

해서 이다.

그리고 이익과 순장부가가 음인 표본은 제외하 다.3) 이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할 경우 회계이익과 순장부가가 음의 수치라면 이 수치가 기업가치

김 문 현 135



에 미치는 향을 해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익, 순장부가, 주가 등의 변수는 모두 주당 개념으로 계산하

다. PER, PBR은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 다. 비정상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조정

한 수익률과 기 수익률을 조정한 수익률로 측정하 다. 각각의 경우 기 수익률은

시장수익률과 각 연도말 이전 24개월간의 수익률로 추정한 수익률이다.

PER는 주당주가 ÷ 주당경상이익 으로, PBR은 주당주가 ÷ 주당순장부가 로 측정

하 다.

2.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96년부터 98년까지의 각 변수의 변화추이이다. PER, PBR 등은 이익, 순

장부가가‘0’근처에 있을 경우 극단치를 갖게되어 전체 평균에 미치는 향이 크다.

<표 2>의 결과는 표본에서 상하 1%를 제거한 후 계산되었음에도 극단치의 향이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로 PER, PBR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에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99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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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 PBR이 (–)일 경우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실증에서는 (–)값을 제외하거나 0으로 처리

하기도 한다. (–)PER도 미래이익에 한 시장의 기 로서 정보가치가 있다는 주장(Foster
86)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기업에 한정하기 위해 이익과 순장부가가 (–)인 경우

를 표본에서 배제하 다.

<표 1> 표본

(단위: 개수)

96년 97년 98년 99년 합계

제조업, 12월결산,

2년이상 상장
513 521 526 538 2,098

이익 > 0 321 282 279 357 1,239

자본 > 0 319 280 279 354 1,232

정보누락제거 314 279 278 347 1,218



당순이익과 주당경상이익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차

이를 야기하지는 않아 실증분석에서는 주당이익개념으로 주당경상이익을 사용하

다.

PER, PBR의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곧 이익과 순장부가의 기업가치관련성을 의미하

지는 않으므로, 이익과 순장부가의 기업가치 관련성을 직접 실증하 다. 실증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96년 이후 99년까지 계속해서 회계수치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낮아지고 있

다. 주가에 한 설명력을 보면 96년의 경우 변수에 따라 63.8~79.3%에 이르던 것

이 99년에는 9.8~23.4%로 크게 감소하 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회계수치의 주가

관련성 감소는 두드러진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익 또는 순장부가 하나 만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보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

한 경우 주가에 한 설명력 즉, 기업가치 관련성이 증가하 다. 또한 이익에 의한 주

가설명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순장부가에 의한 주가설명력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

과는 이익과 순장부가는 기업가치에 해 상호 보완적인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기업

가치평가에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셋째, 99년의 경우에는 이익보다 순장부가에 의한 주가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이익의 계수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나쁜 경우 이익보다

순장부가가 기업가치의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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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평균

(단위: 원, 배, 개수)

96년 97년 98년 99년

주당순이익 1,760 1,721 3,426 3,404
주당경상이익(EPS) 1,815 1,823 3,571 3,466
주당순자산(BPS) 27,944 34,873 46,818 37,519
주가/주당순이익 30.73 18.90 20.47 14.21
주가/주당경상이익(PER) 28.81 17.22 20.83 14.49
주가/주당순장부가(PBR) 1.20 0.68 1.07 0.78
표본수 309 272 276 337

*(  )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임.



이상의 결과로부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수치의 기업가

치 관련성이 크게 하락하 고, 상 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순자산성이 기업

가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회계수치의 질이 저하되었으리라는 추론

을 검증하기 위해 회계수치의 주가설명력을 분석하 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서 주가이익

비율(PER)과 주가순장부가비율(PBR)에 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주가를 평가할

때 이익과 순장부가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PER, PBR은

Ohlson(1995)의 이익과 순장부가의 결합에 의해 주가를 설명하는 모형의 특수한 형

태로서, 이익 또는 순장부가치 만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단순한 형태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데는 이익과 순장부가

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실증은 이익과 순장부가치를 별개로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주가설명력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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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계수치의 기업가치 관련성

종속변수: 96년 97년 98년 99년

12월주가 계수 수정 R2 계수 수정 R2 계수 수정 R2 계수 수정 R2

주당순이익 9.659 0.738 7.674 0.458 3.568 0.431 6.609 0.118

주당경상이익(EPS) 9.699 0.725 7.399 0.421 3.689 0.512 6.068 0.098

주당순자산(BPS) 0.757 0.638 0.455 0.389 0.425 0.465 1.341 0.222

주당순이익 6.669 0.793 5.357 0.531 1.979 0.538 -2.512*** 0.225
주당순자산(BPS) 0.337 0.249 0.274 1.649

주당경상이익(EPS) 6.622 0.774 4.844 0.497 2.403 0.556 -4.019* 0.234
주당순자산(BPS) 0.331 0.261 0.205 1.829

* 5%에서 유의적 ** 10%에서 유의적 *** 비유의적 나머지는 1%에서 유의적임



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익과 순장부가의 기

업가치관련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이후 99년까지 계속해서 회계수치(이익, 순장부가)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낮

아졌으며, 99년의 경우에는 이익보다 순장부가에 의한 주가설명력이 더 높았다. 그리

고 이익 또는 순장부가 하나 만을 변수로 사용한 경우보다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한 경

우 주가 설명력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상장기

업의 회계수치의 기업가치 관련성이 크게 하락하 고, 상 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보다는 순자산성이 기업가치 관련성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요컨데 경제위기과정에서 저하된 이익, 순장부가치 등의 회계수치의 기업가치 관

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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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 in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Numbers in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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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change in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numbers in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Korea has raised the

question of reliability of accounting numbers.

From 1996 to 1999, the ability of earnings and net asset explaining stock price has been

continuously weakened. Especially in 1999, net asset explained  stock price better than

earnings. And to explain stock price by using both variables was better than by using the

individual variable.

This means that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numbers and especially profitability has

been greatly weakened in the recent economic crisis of Korea.

Keywords: reliability of accounting numbers, value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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