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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간의 인수합병 거래를 대상으로 사업결합 특유의 회계처리 효과를 감안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결합 회계가 합병 전후의 기업가치 변동 및 

다각화 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토빈 q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 

과대 계산된 편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국내 인수합병에 있어 토빈 q에 근거한 초과가치를 이용하여 다각화 

할인 여부를 측정한 결과 할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을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부(-)의 초과가치를 나타내며, 

이것은 통상적인 다각화 인수합병 거래는 부(-)의 초과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모델의 예측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을 이용할 경우 거래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합병기업의 인수합병 전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합병 

직후 측정된 토빈 q는 합병 전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보다 합병 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합병 형태만 고려할 경우 다각화와 

취득법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초과가치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주 요 어: 사업결합 회계, 다각화 할인, 토빈q, 초과가치, 영업권, 취득법 

학    번: 992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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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다각화를 도모할 경우 다각화의 경제적 효과나 

다각화 할인 여부를 분석하는 재무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빈 

q(Tobin’s q)를 이용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다. 토빈 q는 기업의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는 토빈 q 산출 과정에서의 

장부가치에 사업결합 회계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토빈 q 값에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Acquisition method)
1이 사용될 경우,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의 순자산을 합병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또는 측정기간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거래가격을 대용치로 하여 결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다른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한편,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불한 초과금액은 합병기업의 

재무상태표상에 영업권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주요 관심사는 사업결합에 있어 피합병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거래에 내재된 가치(transaction-implied value, 예를 들어, 

자산의 공정가치와 영업권)는 통상 인수합병 이전의 장부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치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사업결합을 통한 

다각화 기업에 있어서 다각화 할인 측정 도구인 토빈 q의 계산 과정에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13년 2월 전면개정을 통해 과거에 사용한 

매수법(Purchase method)이라는 용어를 취득법(Acquisition method)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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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따른 취득법 적용 효과로 인해 측정치가 과대 

계산되는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결합에 따른 

다각화로 발생하는 할인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기존 연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특유한 사업결합 회계처리 

효과를 감안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결합 회계가 합병 전후의 

기업가치 변동 및 다각화 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토빈 q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 과대 계산된 편의가 존재함을 실증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통하여 다음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공시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데,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할 경우 이러한 

회계정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특히 사업결합 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빈 q에 근거한 합병 성과나 다각화 할인 연구 결과에 

편의가 존재함을 제시한다. 둘째,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 적용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합병 전 피합병기업의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거래가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됨에 따라 합병 후 q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다각화 기업의 경우 더욱 사업결합을 통한 다각화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다각화 기업의 q는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한다. 셋째, 사업결합에 따른 다각화로 인해 합병기업에 있어 

다각화 할인 존재 여부와 사업결합에 있어 회계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업결합에 있어 기업가치 변동효과 및 

다각화 할인 효과 등 사업결합 투자 효율성 연구에 보다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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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넷째, 다각화 기업 내지는 

업종별로 높은 영업권을 인식하는 사업결합에 있어서는 사업결합 회계를 

고려할 경우 측정상의 편의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에 

있어 회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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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및 연구 배경 

 

1. 선행 연구 

 

Claudia Custodio(2014)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의 합병 거래에 

대하여 토빈 q에 근거한 다각화 할인의 측정치는 사업결합 회계 영향에 

의해 상향 편의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취득법 하에서는 취득 

자산은 합병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거래에 내재된 가치로 보고되고, 거래 

가치는 보통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장부가치를 초과하게 되므로, 

측정된 토빈 q는 사업결합 이전 기업들을 합친 포트폴리오보다 결합된 

기업에 있어 낮은 경향을 나타내며, 다각화 기업의 토빈 q는 더욱 낮은 

경향을 나타냄을 실증분석 하였다.  

국내에서는 합병에 관한 재무관련 연구는 주로 합병의 동기와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각화 합병에 대한 

연구는 다각화 합병과 비다각화 합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김동환, 김안생, 김종천(2003)은 다각화 합병과 

비다각화 합병간의 성과분석을 통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발생된 

합병성과는 80년대에 비하여 경쟁적이고 보다 자율적인 M&A 특성으로 

인하여 비다각화 합병기업에게 부(-)의 성과가, 다각화 합병기업에게는 

정(+)의 성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합병 후 장기성과에 대한 연구로 

서병덕과 신달순(2003)은 합병 후 장기성과로 기업의 규모와 

장부가치대비시장가치 비율(토빈 q)을 고려한 주가수익률을 분석하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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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장기성과는 평균적으로 음(-)이고, 합병 당시 현금보유가 많은 집단과 

계열사 집단의 장기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토빈 q가 낮은 집단의 

장기성과가 더 낮음을 보였다. 정재욱(2007)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합병 자료를 사용하여 합병 후 장기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소규모합병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합병 후 장기영업성과와 

장기주가성과는 다른 합병에 비해 낮음을 보였다.  

한편, 다각화 할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Berger and Ofek(1995)의 연구가 

있는데 다각화 정도가 클수록 기업가치는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다각화 

할인현상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국내에서는 다각화가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존재하며 대체로 다각화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사업결합 회계 

 

취득법은 미국에서는 유일한 회계처리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이후 취득법만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1년 이전에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가 적용되어 왔으며, 취득법과 

지분풀링법(pooling accounting)이 사업결합 회계에 적용되었다.  

취득법은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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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가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과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전대가가 크므로 그 차이는 영업권으로 인식되게 된다.
2
 

한편, 영업권은 후속 측정기간 동안에 상각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동안 

손상검토를 통해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장부가액에서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취득법 회계처리는 2011년 이전과 이후에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주요한 차이는 K-IFRS 도입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법만 허용되고 영업권 상각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는 취득법 이외에 지분풀링법이 지배·종속회사 간의 합병에서 

허용되었고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상각하는 회계처리가 적용되었다.  

지분풀링법은 피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치를 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이다.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이러한 지분풀링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결합에 있어 흔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 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90% 이상과 

                                           
2
 이전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작을 경우 취득자는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며 그 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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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 

나. 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하여 변동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내의 경우 과거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배·종속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지분풀링법이 허용되어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었고, 이후 K-IFRS 도입 이후에는 

동일인지배하의 사업결합 조건이 충족되는 지배구조 변경 등의 특수한 

조건의 사업결합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한편, 취득법과 지분풀링법은 각각에 있어 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법의 경우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기업의 장부에 기록되므로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의 평가증이 

발생하고 지급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으로 인식되므로 

추가로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2010년까지는 20년 이내 영업권에 대해 

정액법으로 상각함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치는 감소하게 

되며, 2011년부터는 영업권에 대해 손상검토 후 손상차손을 반영하므로, 

손상 미발생시에는 취득시점의 영업권은 계속하여 자산의 장부가치를 

구성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한편, 염가매수차익 발생시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자산의 장부가치에 영향은 없게 된다.  

지분통합법의 경우는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합병기업의 장부에 기록되므로 자산의 평가증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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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며 지급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치와의 차이는 자본에서 조정되므로 

자산의 장부가치에 영향이 없다. 2010년까지는 지배·종속기업 합병의 

경우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법만 

가능하고 동일인지배하의 사업결합의 경우 지분풀링법도 가능한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한편, 취득법과 비교할 경우 자산의 장부가치 

증가효과가 없으므로 지배·종속기업간의 합병에 따른 지분풀링법 적용은 

토빈 q가 취득법 적용시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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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과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론 

 

1. 가설의 설정 

 

합병 성과 및 다각화 합병에 따른 다각화 할인의 측정도구인 토빈 q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장부가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의 적용에 따라 합병기업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과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 차이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병기업의 합병 후 

자산의 장부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합병 이후 토빈 q는 이러한 장부가치 

증가효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이를 기초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수합병에 있어 토빈 q에 근거한 다각화 할인 측정치에는 

사업결합 회계 영향으로 과대 측정되는 편의가 존재한다.  

 

인수합병에 있어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고 취득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로 인해 

통상적으로 합병 전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 특성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통상적으로 인수합병 거래는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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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측정된 토빈 q는 합병 전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보다 합병 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기업은 사업결합 회계의 적용에 있어 

취득법과 지분풀링법에 따라 합병 후 장부가치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취득법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합병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반면 지분풀링법은 합병 전 장부가치로 합병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록됨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업결합 회계의 차이를 

기초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취득법 적용시의 토빈 q는 지분풀링법 적용시보다 낮아지므로 

취득법이 적용되는 인수합병이 지분풀링법이 적용되는 지배·종속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우보다 다각화 할인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2. 분석자료 

 

인수합병 데이터는 전자공시시스템상의 합병 관련 공시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Kis Value로부터 개별 공시정보와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이용하였다. 표본으로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합병기업 및 

합병기업 모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선정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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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합병 거래가 완료되었을 것, (2) 합병기업은 거래 이후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연결대상 종속기업 기준), (3)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이용 가능할 것, (4) 회계정보가 이용 가능할 것 이상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인수합병 데이터 처리는 (1) 취득 이전 토빈 q는 인수합병 공표일 바로 

직전 분기말에 계산하였고, (2) 취득 이후 토빈 q는 합병 완료 직후 

분기말에 계산하였으며, (3) 합병기업 또는 피합병기업이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본 거래에서 제외하였다.  

다각화 기업 여부는 (1)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피합병기업과 합병기업의 소분류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2) 다각화 중 

관련/비관련 구분은 중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토빈q와 초과가치의 측정에 대한 사업결합 회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결합 후 기업 AT를 만들기 위해 피합병기업 T를 

인수하려는 합병기업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가정한다. 우선, 

기업의 취득 이전 시장가치는 MA  및 MT로 표시하고, 기업의 취득 이전 

장부가치는 BA  및 BT로 표시한다. 그리고 A와 T가 합쳐 창출하는 (정(+) 

또는 부(-)) 시너지는 S로 표시한다.  

T를 취득하기 위해 A는 T의 시장가치 MT에 대한 (정(+) 또는 부(-)) 

프리미엄 P를 지급한다. A가 지급하는 내부 자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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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MT +P)의 부분은 c,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자기자본 또는 부채로 

조달된다. 단순화를 위해, T는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기업을 가정한다. 

기업의 토빈q의 경험적 측정치 q는 M / B 이다. 취득 이후, AT의 

시장가치는 A와 T의 시장가치 ( MA +  MT )에 시너지 S를 더하고 동 

거래에 지불된 순 내부 자금 c(MT+ P)를 차감한 값이다.
 3

 취득법 하에서는 

AT의 장부가치는 BA+ MT+ P – c(MT+ P)이며, 이는 바로 A의 장부가치에 

T의 시장가치를 더하고 피합병기업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지불한 

프리미엄을 더한 값에서 사용된 내부 자금을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AT의 

측정된 q는 다음과 같다. 

 

qAT =
MA +  MT  +  S –  c(MT +  P)

BA  + (1–  c)(MT +  P)
 

 

합병기업의 q와 취득 이전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결합된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q간의 차이로서 사업결합의 거래 초과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초과가치=
MA +  MT  +  S –  c(MT +  P)

BA  + (1–  c)(MT +  P)
−

MA +  MT 

BA  + BT
 

 

                                           

3 여기서는 내부 자금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와 동일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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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과가치는 기업 수준보다는 사업결합 거래 관점에서 측정되며, 

사업결합 거래는 전부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c = 0)인 것으로 가정한다. 

대부분의 사업결합 거래에 있어서 많은 수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그 거래가 모두 주식거래이거나 합병기업이 

대금지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의 해당연도 동안에 충분한 부채 

또는 자기자본을 발행하는 행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서 토빈 q, 조정된 영업권 q, 거래 초과가치, 기업 

초과가치의 측정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토빈 q: 자산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비율이다. 자산의 

시장가치는 자산의 장부가치에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차감하고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더한 값으로 정의한다.  

② 조정된 영업권 q: 자산의 시장가치를 영업권이 차감된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③ 거래 초과가치: 피합병기업의 q와 피합병기업과 합병기업이 

독립적으로 포함된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q와의 비율에 대한 

로그값으로 정의한다. 

④ 기업 초과가치: 기업의 관찰된 q와 그 기업에 귀속된 q의 비율에 

대한 로그값으로 정의하는데, 그 기업에 귀속된 q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q로 정의한다. 산업 q는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q값이다. 산업은 

그 산업에 최소 5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 중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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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요약 통계량 

 

<표 1>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장사간 사업결합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요약하고 있다. 상기 기간 중 인수합병 거래는 총 82건이며, 

평균 거래금액은 3,752억원이다. 전체 인수합병 거래(패널 A)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거래금액은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3,274억원을 478억원 초과하며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시장가치 

4,238억원보다는 486억원 하회한다. 피합병기업의 평균 q(1.10)는 

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평균 q(1.10)와 거의 유사하다. 피합병기업 q의 

중간값은 1.02이고 사업결합 이전 합병기업의 q의 중간값은 1.00로 

피합병기업의 q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병기업이 높은 

q의 피합병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인수합병 이후 기업의 q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q보다 양쪽 모두에 있어 낮다. 합병기업의 

평균 q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3.6%가 하락하고, 거래 초과가치는 부(-)의 

값이다.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을 적용하는 거래(패널 B)와 지분풀링법을 

적용하는 거래(패널 C)에 대한 인수합병 거래의 결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취득법을 적용한 거래에 있어서는 평균(중간) 초과가치는 –0.02 (-

0.00)인데 반해, 지분풀링법을 적용한 거래의 경우는 0.01(0.02)이다. 이러한 

점은 취득법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 사업결합 거래는 부(-)의 초과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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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것이라는 모델의 예측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국내에서 지분풀링법 적용은 지배·종속기업간의 합병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장부가치를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취득법에 비해 자산의 장부가치 

증가효과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법과 지분풀링법의 비중은 각각 59%, 41%로 

나타나며, 이는 한국의 경우 상장사 내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있어 

지배·종속기업간 합병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표본에 

있어서 피합병기업의 55%가 1보다 큰 q를 나타내고 있으며, 합병기업에 

대해서는 50%가 1보다 큰 q를 나타내고 있다. 

다각화 합병 거래(패널 D)에 있어서는 평균 거래금액은 3,251억원으로 

전체 인수합병 거래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본 안에서 다각화 

합병기업은 비다각화 합병기업보다 더욱 많이 그리고 큰 규모로 

사업결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거래금액은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2,753억원을 498억원 

초과하며 피합병기업의 사업결합 이전 시장가치 3,564억원보다는 313억원 

하회한다. 피합병기업의 평균(중간) q는 1.16(1.04)이다. 이것은 합병기업의 

인수합병 이전 평균(중간) q 값인 1.04(0.96)를 초과한다. 인수합병 이후 q의 

평균(중간)은 1.04(0.96)로 인수합병 이전 합병기업의 값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각화 합병에 대한 평균(중간) 거래 초과가치는 0.04(0.02)이며 

                                           
4

 Claudia Custodio(2014)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M&A 거래에 있어 2001년 

이후로는 매수법(purchase method)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 왔으며, 2001년 이전 

거래에 있어서도 80% 이상이 매수법을 적용해 온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내 합병 거래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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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초과가치가 (+)를 나타내고 있어 시너지 가치를 초과하는 거래 

프리미엄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거래와 비교할 

경우 다각화 합병 거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지분풀링법 적용 거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각화 합병 거래 중 취득법의 경우 평균(중간) 

초과가치는 0.05(0.00)인데 반해, 지분풀링법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는 

0.04(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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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 통계량 – 인수합병 시점 거래 초과가치 

199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에 있어 재무정보가 이용 가능한 인수합병 

거래 표본에 대한 통계값의 요약표이다. q는 자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장부가치의 비율이다. 자산의 

시장가치는 자산의 장부가치에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차감하고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더해서 

산정된다. 거래 초과가치는 피합병기업의 q와 피합병기업과 합병기업이 독립적으로 포함된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q와의 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가격대비장부가치 차이는 거래가격과 취득한 순자산 

장부가치와의 차이이다. 거래 프리미엄은 거래가격과 취득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와의 차이이다. 

<패널A: 인수합병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기업 1.10 1.00 0.57 0.52 4.36 82 

거래 이후 q − 합병기업 1.06 1.00 0.35 0.67 3.24 82 

거래 초과가치 -0.01 -0.00 0.40 -1.44 0.97 82 

q −피합병기업 1.10 1.02 0.50 0.23 2.98 82 

총자산 − 피합병기업(억원) 8,088 2,990 12,447 136 82,128 82 

순자산 − 피합병기업(억원) 3,274 1,097 6,825 -9,923 44,859 82 

시가총액 − 피합병기업(억원) 4,238 779 8,571 15 52,152 82 

거래금액(억원) 3,752 630 7,306 20 47,259 82 

가격대비장부가치 차이(억원) 1,158 88 4,916 -15,689 23,986 82 

거래 프리미엄(억원) 466 85 3,785 -18,428 12,49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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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 통계량 – 인수합병 시점 거래 초과가치 - 계속 

<패널B: 취득법 적용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 기업 1.10 1.02 0.34 0.64 2.59 48 

거래 이후 q − 합병 기업 1.07 1.01 0.24 0.67 1.97 48 

거래 초과가치 -0.02 -0.00 0.33 -0.95 0.56 48 

<패널C: 지분풀링법 적용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 기업 1.10 0.95 0.79 0.52 4.36 34 

거래 이후 q − 합병기업 1.05 0.96 0.47 0.69 3.24 34 

거래 초과가치 0.01 0.02 0.49 -1.44 0.97 34 

<패널D: 다각화 합병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기업 1.04 0.96 0.54 0.52 4.36 56  

거래 이후 q − 합병기업 1.04 0.96 0.38 0.69 3.24 56  

거래 초과가치 0.04 0.02 0.43 -1.44 0.97 56  

q −피합병기업 1.16 1.04 0.55 0.23 2.98 56  

총자산 − 피합병기업(억원) 6,774 3,188 9,235 217 42,559 56  

순자산 − 피합병기업(억원) 2,753 1,082 5,117 -6,535 22,288 56  

시가총액 − 피합병기업(억원) 3,564 755 6,430 15 36,476 56  

거래금액(억원) 3,251 601 5,873 20 33,825 56  

가격대비장부가치 차이(억원) 1,241 116 5,370 -15,689 23,986 56  

거래 프리미엄 (억원) 683 48 3,540 -8,873 12,49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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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 통계량 – 인수합병 시점 거래 초과가치 - 계속  

<패널E: 취득법 하의 다각화 합병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기업 1.06 1.01 0.27 0.76 1.69 31 

거래 이후 q − 합병기업 1.05 1.01 0.22 0.77 1.68 31 

거래 초과가치 0.05 0.00 0.31 -0.95 0.56 31 

<패널F: 지분풀링법 하의 다각화 합병 거래>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거래 이전 q – 합병기업 1.03 0.81 0.76 0.52 4.36 25 

거래 이후 q − 합병기업 1.03 0.89 0.52 0.69 3.24 25 

거래 초과가치 0.04 0.05 0.55 -1.44 0.97 25 

 

 

<표 2>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의 합병기업(패널 A)과 다각화 

합병기업(패널 B)에 대한 데이터를 요약하고 있다. 영업권은 인수합병에 

특유하며 따라서 기업의 사업결합 활동을 반영한다. 다각화 합병기업의 

영업권 대비 총자산 평균(-1.34)은 합병기업 전체(-1.16)보다 낮은데, 이는 

다각화 합병기업이 거래규모나 빈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지만, 

피합병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영업권으로 조정된 토빈 q의 경우 합병기업과 다각화 합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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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있어 1.06에서 1.07, 1.10에서 1.11로 0.9%의 증가를 나타낸다. 기업 

초과가치는 합병기업과 다각화 합병기업 모두에 있어서 각각 평균(중간값) 

0.12(0.22)와 0.16(0.26)으로 다각화 여부에 관계없이 정(+)의 초과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각화 합병기업의 경우 초과가치는 전체 

합병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은 상대적으로 다각화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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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약 통계량 – 장기 기업 초과가치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의 합병기업과 다각화 합병기업에 대한 통계값의 요약표이다. q는 자산의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의 비율이다. 자산의 시장가치는 자산의 장부가치에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차감하고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더해서 산정된다. 영업권 조정 q는 자산의 시장가치 대비 영업권이 

차감된 자산의 장부가치 비율이다. 영업권 대비 총자산은 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다각화 더미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다른 업종이면 1, 아니면 0이다. 기업 초과가치는 기업의 q 대비 산업 q 

비율의 로그값이다. 산업 q는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q값이다. 영업권 조정 기업 초과가치는 q가 영업권으로 조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패널 A: 합병기업>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q 1.06 0.97 1.13 0.00 30.75 1,080  

영업권 조정 q 1.07 0.99 1.14 0.00 30.75 1,080  

영업권 대비 총자산 -1.16 0.00 2.41 -13.10 0.00 1,080  

총자산 3,779      654  10,821 -  154,825 1,080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 -0.05 0.06 2.46 -74.34 1.00 1,080  

자본투자 대비 매출액 0.09 0.04 0.28 0.00 6.68 1,080  

다각화 더미 0.31 0.00 0.46 0.00 1.00 1,080  

 

기업 초과가치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산업 중간값 0.22 0.17 0.45 -2.07 4.16 1,080  

영업권 조정 산업 중간값 0.23 0.18 0.45 -2.07 4.16 1,080  

산업 평균 0.12 0.10 0.45 -2.40 3.19 1,080  

영업권 조정 산업 평균 0.13 0.11 0.45 -2.40 3.19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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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약 통계량 – 장기 기업 초과가치 – 계속 

<패널 B: 다각화 합병기업> 

 구분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q 1.10 1.00 1.29 0.00 30.75 735  

영업권 조정 q 1.11 1.00 1.29 0.00 30.75 735  

영업권 대비 총자산 -1.34 0.00 2.58 -13.10 0.00 735  

총자산 4,104 826 12,440 -  154,825 735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 -0.10 0.05 2.98 -74.34 1.00 735  

자본투자 대비 매출액 0.08 0.03 0.33 0.00 6.68 735  

다각화 더미 0.45 0.00 0.50 0.00 1.00 735  

 

기업 초과가치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

수 

산업 중간값 0.26 0.22 0.45 -2.07 4.16 735  

영업권 조정 산업 중간값 0.27 0.23 0.46 -2.07 4.16 735  

산업 평균 0.16 0.13 0.46 -2.40 3.19 735  

영업권 조정 산업 평균 0.16 0.14 0.46 -2.40 3.19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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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권 조정 초과가치 

 

<표 3>은 종속변수를 토빈 q를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로 정의하여 

합병에 따른 다각화 할인 여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초과가치 산정에 있어 산업 평균과 중간값을 이용한 경우의 패널을 

구성하고 영업권 조정 여부와 기업고정효과 여부에 따른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1) 열에는 영업권 조정 없이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합병을 통한 다각화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할인효과는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점은 합병을 통하지 않은 

다각화 기업의 경우 할인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기업가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존 성과분석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초과가치 변동은 다각화 합병의 경우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가설에 있어 다각화 

합병의 경우 다각화 할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합병을 통한 다각화의 경우 할인현상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3) 열에는 영업권 조정 없이 기업고정효과(firm fixed effect)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1)과 마찬가지로 합병을 통한 다각화 

할인 현상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열과 (4) 열에는 영업권 조정 후 회귀분석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각 패널 별로 영업권을 자산의 장부가치에서 차감하여 토빈 q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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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가치를 산정하였을 경우로 (1)과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각화 

할인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주목할 점은 다각화 계수의 경우 영업권 

조정에 따라 0.068(0.079)에서 0.073(0.084)로 약 8%(6%)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권 조정에 따라 초과가치는 상향 편의가 존재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내 인수합병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석기간 동안 표본에 있어 

취득법이 적용된 거래는 59%이고 다각화 합병의 경우 그 비중은 더욱 

감소하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간의 사업결합 거래가 

대부분 지배·종속기업간의 합병에 해당되어 지분풀링법이 적용되었던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까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은 

상각되어 옴에 따라 사업결합 거래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장부가치 감소효과로 인해 영업권 조정 효과가 희석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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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업권 조정에 따른 기업 초과가치 회귀분석 

q가 영업권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 설명변수인 다각화 더미와 종속변수인 기업 초과가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합병거래를 통한 다각화 

합병기업과 비다각화 합병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초과가치는 기업의 q 대비 산업 q 

비율의 로그값이다. 산업 q는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q값이다. 통제변수는 영업권 대비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본투자 

대비 매출이며, 영업권 대비 총자산은 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다각화 더미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다른 업종이면 1, 아니면 0이다. 표본 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집계된다. 모든 

회귀분석은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패널 A: 산업 평균> 

 

 (1)  (2) (3) (4) 

 

종속변수: 기업 초과가치 

영업권 조정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기업고정효과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다각화 더미 0.068 ** 0.073 ** -0.000   0.013   

t-value (2.09)   (2.25)   (-0.01)   (0.32)   

영업권대비총자산 -0.034 *** -0.036 *** -0.022 *** -0.023 *** 

t-value (-5.96)   (-6.28 )  (-3.51)   (-3.64)   

영업이익률 -0.007   -0.007   -0.011 ** -0.011 ** 

t-value (-1.36)   (-1.32)   (-2.18)   (-2.19)   

자본투자대비매출 0.043   0.048   0.114 ** 0.118 ** 

t-value (0.87)   (0.97)   (2.65)   (2.75)   

관측수 1,080   1,080   1,080   1,080   

R2 0.057   0.066   0.04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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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업권 조정에 따른 기업 초과가치 회귀분석 - 계속 

<패널 B: 산업 중간값> 

 

 (1)  (2) (3) (4) 

 

종속변수: 기업 초과가치 

영업권 조정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기업고정효과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다각화 더미 0.079 ** 0.084 *** 0.377   0.051   

t-value (2.45)   (2.60)   (0.90)   (1.220)   

영업권대비총자산 -0.038 *** -0.040 *** -0.026 *** -0.027 *** 

t-value (-6.73)   (-7.06)   (-4.20)   (-4.34)   

영업이익률 -0.004   -0.004   -0.007   -0.007   

t-value (-0.80)   (-0.76)   (-1.41)   (-1.42)   

자본투자대비매출 0.056   0.061   0.088 ** 0.092 ** 

t-value (1.14)   (1.24)   (2.06)   (2.16)   

관측수 1,080   1,080   1,080   1,080   

R2 0.078   0.082   0.062   0.066   

 

 

<표 4>은 합병 형태만 고려할 경우 초과가치 산정에 있어 산업 평균과 

중간값을 이용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영업권 조정 여부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기업고정효과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다각화와 취득법 그리고 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초과가치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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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풀링법에 비해 취득법 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토빈 q에 근거한 

초과가치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로 인해 초과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취득법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 사업결합 거래는 부(-)의 초과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모델의 

예측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여부를 

고려할 경우 대규모기업딥단에 속한 기업들의 합병에 있어 초과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서 합병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49%로 절반 가량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에 의해 일어났다.  

영업권 조정에 따른 결과 또한 모두에 있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다. 

특히, 다각화 더미와 취득법 더미에 있어서는 계수가 소폭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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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합병 형태에 따른 기업 초과가치 회귀분석 

q가 영업권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 합병 형태만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합병거래를 통한 다각화 합병기업과 비다각화 합병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초과가치는 기업의 q 대비 산업 q 비율의 로그값이다. 산업 q는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q값이다. 다각화 더미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다른 업종이면 1, 아니면 0이다. 취득법 더미는 사업결합 회계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한 경우 1, 지분풀링법을 적용한 경우 0이다. 기업집단 더미는 

합병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 1, 아니면 0이다. 표본 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집계된다. 모든 회귀분석은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산업 평균 산업 중간값 

 

종속변수: 기업 초과가치 

영업권 조정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다각화 더미 0.074 ** 0.079 ** 0.084 **  0.088 ***  

t-value (2.25)   (2.40)   (2.55)   (2.69)   

취득법 더미 0.090 *** 0.093 *** 0.106 *** 0.109 *** 

t-value (3.13)   (3.24)   (3.68)   (3.80)   

기업집단 더미 0.078 ***  0.073 **  0.075 *** 0.070 ** 

t-value (2.77)   (2.59)   (2.66)   (2.48)   

관측수 1,080   1,080   1,080   1,080   

R2 0.029   0.029   0.03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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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매출비율 초과가치 

 

토빈 q에 따른 초과가치 산정은 재무 연구에 있어 일반적이지만, 

인수합병에 있어 사업결합 회계의 영향에 따른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용치로서 시가매출비율(Market-to-Sales ratio)을 

이용한 초과가치 또는 시가이익비율(Market-to-Earnings ratio)을 이용한 

초과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가이익비율은 사업결합 회계에 따른 

영업권 상각에 따라 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가매출비율을 

이용한 초과가치에 따른 분석이 사업결합 회계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표 5>는 종속변수를 시가매출비율을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로 하여 

합병에 따른 다각화 할인 여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업 초과가치는 합병기업의 관찰된 시가매출비율과 산업 시가매출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산업 시가매출비율은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값이다.  

분석 결과, 산업 평균 및 산업 중간값을 이용한 초과가치의 경우 

기업고정효과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 있어 합병을 통한 다각화 

할인 현상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토빈 q를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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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가매출비율을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 회귀분석 

설명변수인 다각화 더미와 종속변수인 시가매출비율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합병거래를 통한 다각화 합병기업과 비다각화 합병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초과가치는 합병기업의 관찰된 시가매출비율과 산업 시가매출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산업 시가매출비율은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값이다. 다각화 더미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다른 

업종이면 1, 아니면 0이다. 통제변수는 영업권 대비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본투자 대비 

매출이며, 영업권 대비 총자산은 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표본 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집계된다. 모든 회귀분석은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산업 평균 산업 중간값 

 

종속변수: 기업 초과가치 

기업고정효과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다각화 더미 0.037 

 

-0.092 

 

0.081 

 

-0.103 

 t-value (0.50)   (-1.06)   (1.15)   (-1.21)   

영업권대비총자산 0.028 ** 0.036 

 

0.004 

 

-0.021 

 t-value (2.24)   (0.15)   (0.35)   (-1.63 )  

영업이익률 -0.005   0.15 

 

0.004   -0.006 

 t-value (-0.41)   (-0.01)   (0.36)   (-0.66)   

자본투자대비매출 0.058   -0.006 

 

0.172   0.019 

 t-value (0.53)   (-0.38)   (1.62)   (0.22)   

관측수 1,080   1,080   1,080   1,080   

R2 0.060   0.014   0.05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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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합병 형태만 고려할 경우 시가매출비율을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기업고정효과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에서 보듯이 산업 평균에 

대한 패널자료에서는 취득법과 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초과가치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중간값에 대한 패널자료에서는 

기업집단 여부에 대해서만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표 

4>과 비교하여 볼 때, 기업집단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토빈 

q를 이용한 초과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합병에 있어 사업결합 회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출액을 산정 도구로 이용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간의 

합병에서는 상대적으로 할인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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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합병 형태에 따른 시가매출비율을 이용한 기업 초과가치 회귀분석 

시가매출비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합병 형태만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합병거래를 통한 다각화 합병기업과 비다각화 합병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초과가치는 합병기업의 관찰된 시가매출비율과 산업 시가매출비율에 대한 

로그값이다. 산업 시가매출비율은 중분류에 따른 합병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의 독립 

기업들의 산업 평균(중간) 값이다. 다각화 더미는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이 다른 업종이면 1, 

아니면 0이다. 취득법 더미는 사업결합 회계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한 경우 1, 지분풀링법을 

적용한 경우 0이다. 기업집단 더미는 합병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 1, 아니면 

0이다. 표본 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집계된다. 모든 회귀분석은 연도 더미(year dummies)를 

포함한다.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산업 평균 산업 중간값 

 

종속변수: 기업 초과가치 

다각화 더미 0.039 

 

0.072 

 t-value (0.47)   (1.03)   

취득법 더미 0.207 *** 0.110 

 t-value (3.25)   (1.80)   

기업집단 더미 -0.316 ***  -0.136 ** 

t-value (-5.08)   (-2.27)   

관측수 1,080   1,080   

R2 0.05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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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 논의 

 

첫째,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의 효과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산의 장부가치에서 영업권을 차감하는 것과 더불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사업결합 이전 장부가치와의 차이를 

또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피합병기업 자산의 가치를 

취득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기인하는데, 특정 장소의 동일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그 자산들이 언제 

취득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자산의 

평가시점에 따른 장부가치의 자연적인 변동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법 적용에 따라 제기되는 고유한 이슈는 취득시점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장부가치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추가 반영하는 것, 즉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지급대가와의 차이인 영업권에 의해 이러한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자산성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오로지 직접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외부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기업의 장부가치는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 적용 

효과로 인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장부가치보다 클 것이다. 그런데, 

장부가치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회계처리가 인수합병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자산이 공정가치로 

신속히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면, 취득법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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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차감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대부분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한다면, 영업권 

차감만으로는 취득법의 효과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경우 

과거 2011년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에 있어서 기업은 

인수합병 이외에는 좀처럼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에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와 특성을 고려한 취득법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11년 이전까지는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해 왔다. 영업권 

상각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부(-)의 방향으로 장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장가치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이는 영업권 상각이 

회계상의 처리방법에 불과하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상 유용한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권 상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치는 사업결합 이전 장부가치에 가까워지므로 

토빈 q에 근거한 초과가치 측정값에 있어 편의를 자연적으로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영업권 상각은 본 연구에서의 영업권 조정의 점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5
 손상 검토는 

                                           
5

 K-IFRS 제1036호에서는 검사대상 영업권이 속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영업권 손상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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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장부가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손상 여부에 대한 회계정보는 

통상적으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부가치뿐만 아니라 

시장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에 따라 토빈 q의 분모뿐만 아니라 

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손상의 시장가치 영향에 대한 해외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6

 본 연구에서는 영업권 손상 검토가 

2011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영업권 손상 표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영향은 본 연구에 있어 고려되지 않았다.  

                                           

6 Francis, Hanna, and Vincent (1996)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없음을 제시한 반면, 

Bens, Heltzer, and Segal (2007)는 손상 공시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3.4%의 부(-)의 

수익률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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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내 인수합병에 있어 토빈 q에 근거한 초과가치를 이용하여 다각화 

할인 여부를 측정한 결과 할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을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부(-)의 초과가치를 나타내며, 

이것은 통상적인 다각화 인수합병 거래는 부(-)의 초과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모델의 예측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사업결합 회계의 취득법을 이용할 경우 거래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합병기업의 인수합병 전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합병 

직후 측정된 토빈 q는 합병 전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보다 합병 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합병 형태만 고려할 경우 다각화와 

취득법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초과가치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사업결합 회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가매출비율에 기초한 초과가치 회귀분석 결과 합병에 따른 다각화 

할인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사업결합 회계는 그 이전과는 

달리 영업권 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높은 영업권을 가진 IT 관련 

산업 등에 있어서는 사업결합 회계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인수합병에 따른 성과분석 및 다각화 할인 

연구에 있어 사업결합 회계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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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s on deal 

excess values, firm excess values, and the diversification discount, and a significant 

upward bias based on q-based measures of the diversification discount due to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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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and its accounting implications. 

I did not find the diversification discount using q-based measures in M&A activity 

in Korea. Under purchase accounting, however, I found negative excess values, and 

since the transaction value typically exceeds the target’s pre-merger book value, 

measured q tends to be lower for the merged firm than for the portfolio that combines 

both pre-merger ent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s of M&A activity, I found 

positive excess values in diversified acquisitions, purchasing method acquisitions, or 

large conglomerates. I did not find the diversification discount using measures based 

on market-to-sales ratios, which are not affected by M&A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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