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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금의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지만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에 다양한 형태로서 재투자된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사내유보금의 증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관

심이 되고 있는 것은 증가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생산과 관련된 자산

에 투자되지 않고,현금성 자산과 같은 금융관련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

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실물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Biddle et al.(2009)에 제안한 방법으

로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정도를 측정하여 자산투자에 대

한 효율성을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하고, 사내유보금이 기업의 자

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내유보금이 

증가할수록 과소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감소시키

고,과잉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

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실물자산에 대한 과소투자로 인

해 현금성자산과 같은 금융자산의 보유를 증가시킨 것인지에 대한 실

증분석을 통해 기업 사내유보금이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주요어: 사내유보금,투자효율성,현금성자산,자산투자,잉여금

  학  번 : 2016-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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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2018년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

분기(6.4%)이후 최저로 떨어졌다,중국 국내 경기 둔화의 원인 중의 한가지로 

기업이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적립하는 사내유보금을 증가시

키고 있기때문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이와 같은 주장은 기업의 사내유

보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내부적

으로 현금으로 계속 축적하고 투자 및 고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있다

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있는것이다(김우철 2014).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이익 중 법인세, 배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들

을 제외하고 회사내부에 쌓아 놓은 일종의 적립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내유

보금은 단순히 기업이 지출하고 남은 돈을 현금의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자금이 아니라 생산활동의 확대, 인수합병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계장

치나 건물 등과 같은 유형자산 및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 그리고 기

타 투자자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재투자되는 자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내유보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였

다. 중국 전체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약 

70.23억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약 445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이것은 기업

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사외로 유출되는 주주에 대한 배당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문제는 사내유보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

하고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아니라 이러한 사내유보금이 경제적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고용과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관련 활동에 투자되

지 않고, 현금성자산과 같은 금융관련 자산에 비생산적인 자산의 형태로 보유

되고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내유보금의 증가와 투자효율성의 관련성이 

실물자산투자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정도

를 측정하여 자산투자의 효율성으로 이용한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의증

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금성자산 같은 비사업적 금융자산보유를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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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업과 관련된 실물자

산에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구성된다.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III장은 연구의 설계로서 실증

분석에 이용된변수의 정의 및 연구모형 그리고 표본기업의 선정에 대해 설명

하고, 제IV장 에서는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제V장 에서는 연

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1절 사내유보금에 대한 선행연구

김진회(2017)는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증가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생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되지 않고,현금

성 자산과 같은 금융관련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연

구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자산에 대한 투자효율성의 관련성이 기업의 실

물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구방법으로 Biddle et 

al.(2009)에 제안한 방법으로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정도를 측정

하여 자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하고, 사내유보금과 

기업의 자산투자효율성과의 관련성이 기업의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내유보금과 기업 과잉투자의 상호작용변수는 기업

의 자산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이 발생한 이익을 사내에 현금성자산의 형태로 축적하여 

사내유보금을 증가시키고 실물자산에 대해서 과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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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민,황인태(2016)는 기업의 사내유보 증가가 현금성 자산, 투자자산 등 

기업의 자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총자산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연구하였

다.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유보율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유보율의 중앙값은 중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보율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도 대기업의 경우 독일, 일본, 영국, 미국에 다

음으로 한국은 5위였으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영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나타

났다. 하지만 한국 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본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기업과 비교해서는 한국 소기업의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국제간 비교결과에서는 한국 소기업의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유보금증가와 각 자산항목간의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유형자산, 그

리고 무형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업의 투자자산 증가는 유보금 증가와 관련이 있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련없이 유보금,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 증가는 모두 유형자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유보금이 증가한다고 하여 꼭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은 부채와 같이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 모든 자산에 이미 투자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

순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임경묵,최용석(2006)은 외환위기 전과 후 한국 기업이 현금보유 변화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1,요즘 현금보유가 증가한 것은 일부분 기업

들이 현금보유 규모를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이며,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현금보유를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제

시하였다. 2, 외국의 경험과 비슷하게 한국 기업들도 영업성과에 대한 확실성

이 낮을수록 현금보유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업성과의 불확실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것도 한국 기업의 현금보유량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 4 -

2.2절 투자효율성과 자산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Biddle et al.(2009)는 재무보고의 질과 회사의 과잉투자(과소투자)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투자효율성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였다.기업의 투자

액은 매출액의 함수라는 가정에 따라 설정한 모형의 연도별 산업별 횡단면분

석을 통하여 추정한 모형의 잔차항을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측정치로 제

안하였다.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 높은 재무보고의 질을 갖고 있는 회사는 실

제 투자수준과 예상된 투자수준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은 투자 효율성을 줄일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 임상균,이문영,황인이(2014)는 한국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투자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투자효율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그 이유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과소투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며, 과대

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만을 연구한 결과, 지배주주가 현금흐름에 대한 수취권리

가 높으면 기업이 과대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

해 적은 투자를 하고, 높은 투자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기

업집단과 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Feng Chen, Ole-Kristian Hope,, Qingyuan Li,Xin Wang(2011)은 세계

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재무보고의 질은 비상장회사의 투자효율성에 영향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또한 재무보고의 질과 투자효율성 사이의 상관

관계는 은행 융자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고 세금목적에 해당하는 수익을 줄이

는 인센티브가 커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세금 최소화 인센티

브와 소득의 정보 적 역할 간의 연결에 대하여 증명하였다.

이병기(2011)는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

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유보율은 자본구성에 대

한 정보만 제공하기에 투자와 연관시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다.대기

업의 현금보유 규모는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였

으며, 전체 기업에 비교할 경우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이 조금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은 유럽 등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전체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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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상승하였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수도 있으며, 이미 투자된 유․무
형의 자산일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사내유보금에서 기인

한 것일수도 있지만, 차입금에서 기인한 것일수도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배당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현금보유는 자산관리에 관한 경영활동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유보금과 현금보유 양자 간에 일대일 관계가 성립

한다고 할 수 없다(김진회 2017).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유보

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보유현금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의 관

련성이 기업의 실물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산

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사내유

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낼것으로 예측한

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은 기업의 자산투자와 관련성

이 있다.

가설2: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은 기업의 자산투자

와 관련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현금성자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비사

업적 자산의 형태로 증가하는 것인 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실물자산에 대한투자의 증가로 인한 것인 지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의 사내유

보금과 기업의 투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자산투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다. 특히 투자효율성을 두가지 부동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현금성자산과 투자

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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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1 투자효율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정도를 측정하여 투자효율

성으로 이용한다.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는 적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투자액을 의미하며,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

자의 정도는 Biddle et al.(2009)의 제시한 모형을 수정하여서 측정한다.

Biddle et al.(2009)은 기업의 투자액은 매출액의 함수라는 가정에 따라 설

정한 모형(1)의 연도별 산업별 횡단면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모형(1)으로 기

대치투자를 구하고,기대치투자와 실제 투자의 차이로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

의 측정치로 제안하였다.Hubbuard(1997)는 토빈Q는 자본투자정책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모형 (3)을 제시하였다.즉 기업은 새로운 자본투자에 

따른 비용이 존재한다는 제약하에 자본투자의 한계효익과 한계 비용이 동일하

게 될 때까지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이다.기업투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기

회를 활용하기 위해 유무형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제학적으

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기회의 존재 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투자

결정 요인으로 정리된다고 하였다,즉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기업투자를 많

이 실행하고, 따라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초과이익을 획득할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는 투자와 현금흐름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기업의 현금흐름이 변동할 경우 기업의 투자지출에 큰 영향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정보불균형 같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면, 현금흐름과 같

은 자본조달상의 제약조건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Hubbuard(1997)는 모형(4)를 제시하

면서 투자에 대한 분석에 현금흐름을 추가하였다.

      ×                                   (1)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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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4)

여기서,

  총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

  총자산
매출액

  총자산
시가총액

  총자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본 연구에서는 자산투자의 효율성을 기업의 과잉투자와 과소투자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용한다(Biddle et al.2009). 효율성은 모형(2)와 모형(4) 두가지 

방법으로 도출하고 가설 검증 모형에서 각각 사용한다. 모형(2)와 모형(4)에 

대하여 연도별 산업별 횡단면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한 계수 과 그리고 

을 이용하여 투자의 기대치를 구하고 실제 투자 와 기대치 투자의 차이를 구

하고 그 차이를 10분위 한후 그 값을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계산하였다.

3.2 연구모형

3.2.1 사내유보금과 기업의 실물투자사이의 관련성

우선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내유보금과 기업의 실물투자사이의 관

련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아래과 같은 모형을 사용한다.

                     (5)

여기서,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한다.



- 8 -

3.2.2 [가설 1] 검증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OLS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 

        

  ×       

            
        

    (6)

여기서,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한다.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기업의 자산투자액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

계액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명변수는 과잉투자(OVERINV)변수와 사내유보금

(RTEARNING)변수이다. 기업의 과잉투자(OVERINV)변수는 모형(2)와 모

형(4)에서 산출한 기업의 실제투자액과 기대투자액의 차이를 10분위 한후 그 

값을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계산하였다.사내유보금

(RTEARNING)변수는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

(RTEARNING1)과 이익잉여금(RTEARNING2)을 사내유보금변수로 이용한

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과잉투자(OVERINV)와 사내

유보금(RTEARNING)의 상호작용변수(RTEARNING*OVERINV)를 포함하

였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Biddle and Hilary 2006 Biddle et al. 

2009)에 근거하여 기업의 자산투자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먼저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자산규모가 클수록 기업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채비율(LEV)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된 변수이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잉여현금흐름이 감소하여 투

자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금자산(CASH)은 총자산에서 현금자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유형자산(PPE)은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동 비율이 클수록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영

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익성(CFO)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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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나눈 변수로서 현금수익성이 증가할수록 자산에 대한 투자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시장가치대 장부가치 비율(MTB)은 기말보통주시가총액과 

기말부채총액의 합계액을 기말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나눈 값으로서 성장장률

 과 함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낸다.기

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영업성과(ROA) 및 손실여부(LOSS)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산투자에 미치는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산업더미변수와 연도별 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서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 를 중심으로 검증한다.은 과소투자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즉 OVERINV=0 인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과잉투자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즉 ‘OVER = 1’

인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은+로 측정된다.구체

적으로는 <0이면 이는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실물

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0이면 이는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0이

면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

타내고,+>0이면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

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3.2.3 [가설 2]의 검증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OLS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 

        

  ×        

            
        

    (7)

여기서,

변수의 정의는 <부록> 참조.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기업의 자산투자액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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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액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명변수는 과잉투자(OVERINV)변수와 현금 및 현

금성자산(CASHASSET)변수이다. 기업의 과잉투자(OVERINV)변수는 모형

(2)와 모형(4)에서 산출한 기업의 실제투자액과 기대투자액의 차이를 10분위 

한후 그 값을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계산하였다.현금 및 현금

성자산(CASHASSET)변수는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이용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과잉투자(OVERINV)와 현

금및 현금성자산(CASHASSET)의 상호작용변수(CASHASSET*OVERINV)

를 포함하였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는 [가설 2]의 검증 모형과 같이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 를 중심으로 검증한다.은 과소투자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즉 OVERINV=0 인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ASSET)

이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과잉투자가능성이 가장 높

은 상황,즉 ‘OVER = 1’인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ASSET)

이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은+로 측정된다.구체적으로는 <0이면 이는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ASSET)이 실물

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0이면 이는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ASSET)이 실물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을 의미한다.+<0이면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

산(CASHASSET)이 실물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0이면 과잉투

자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ASSET)이 실물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3.3 표본의 선정

(1) 금융업을 제외한 법인

(2)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기업

(3) 연도별 산업별로 상장기업이 10개 이상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

(4) RESSE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5) 기업의 재무정보 수집이 가능한 기업

(6) 12월 31일 결산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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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

다. 

표본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월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12월 결산 법인만을 표본에 포함하였다.둘째, 금융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일

반기업과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의미가 다르게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결과에 재무비율 등의 왜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구결과에 미치

는 편의를 제외하기 위하여 자본잠식기업을 제외하였다. 넷째, 산업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동종 산업 내 표본이 10개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

다. 표본 대상의 각 변수의 극단치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모든 연속 변수의 상⋅하위 1%에 해당하는 표본 값을 Winsorization 방

식으로 제거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통해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

은 기업-연도로 8157개이다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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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679 0.1171 0.1590 0.0000 0.9380

 0.2963 0.2978 0.3257 -14.64 0.8629

 0.0909 0.1387 1.1043 -78.7811 0.7714
 0.1524 0.1212 0.1183 -0.0085 0.9359
1 0.3630 0.0000 0.4809 0.0000 1.0000
2 0.3626 0.0000 0.4808 0.0000 1.0000
 0.6628 0.5541 0.5049 0.0000 8.7869
 2.0586 1.3646 3.2924 0.0000 126.4984
 22.2303 22.1230 1.2827 19.3170 25.8743

 1.5480 0.9992 1.8339 0.0880 12.2978

 0.1682 0.1380 0.1167 0.0092 0.5763

 0.0440 0.0446 0.0785 -0.2055 0.2614

 0.0362 0.0321 0.0533 -0.1665 0.1935

 0.1149 0.0607 0.1393 0.0000 0.6192

 0.0984 0.0000 0.2979 0.0000 1.0000

 4.2515 2.7643 5.8810 0.4555 47.3988
 0.0579 0.0432 0.1700 -0.5051 0.6990
  변수에 대한 정의는 <부록>을 참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체 표본기업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측정한 사

내유보금(RTEARNING1)의 평균은 0.2963이고, 중위수는 0.2978며, 이익잉

여금으로 측정한 사내유보금(RTEARNING2)의 평균은 0.0908이고, 중위수

는 0.1386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변수의 평균과 중위수의 차이가 크지 않

고 표준편차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나 사내유보금 변수는 정규분포에 근

접한 분포를 갖는 것을 나타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평균은 0.1524그리

고 기업의 과잉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과잉투자(OverInv)의 평균과 중위수가 

모두 0.3632이다. 현금성자산(CASHASSET)의 평균은 0.1524이고,중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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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2이며 평균과 중위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편차도 비교적 작은 것으

로 나타나 현금성자산 변수는 정규분포에 근접한 분포를 갖는 것을 나타난다. 

종속변수로 기업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기초자산으로 나눈 자산투

자액(INVEST)의 평균은 0.1679이고, 중위수는 0.1171로서 총자산 대비 약 

10%에서 17%정도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순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표본기업의 총자산(SIZE)의 평균은 22.2303이며,중위수는 22.1230이며.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약 155%, 현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약 

17%이며,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약 11.5%이다. 표본기업 중 약 

10%가 손실(LOSS)이 발생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영업이익률(ROA)은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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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INVESTM
ENT

RTEARNI
NGS1

REEARNIN
GS2

OVER1 OVER2
CASH 

ASSET
Q SIZE LEV CASH CFO ROA PPE LOSS MTB GROW

INVES
TMENT

1.000

RTEARNI
NGS1

0.021(0.071) 1.000
REEARNI

NGS2
-0.004(0.711) 0.798(<0.001) 1.000

OVER1 0.753(<0.001) 0.006(0.580) -0.027(0.017) 1.000

OVER2 0.755(<0.001) -0.002(0.837) -0.027(0.017) 0.965(<0.001) 1.000
CASH 

ASSET
-0.207(<0.001) 0.145(<0.001) -0.035(0.002) -0.194(<0.001) -0.199(<0.001) 1.000

Q -0.027(0.016) -0.491(<0.001) -0.611(<0.001) -0.023(0.041) -0.0210.057 0.193(<0.001) 1.000

SIZE -0.100(<0.001) 0.050(<0.001) 0.108(<0.001) -0.111(<0.001) -0.109(<0.001) -0.130(<0.001) -0.386(<0.001) 1.000

LEV -0.016(0.151) -0.450(<0.001) -0.132(<0.001) -0.031(0.005) -0.032(0.004) -0.229(<0.001) -0.103(<0.001) 0.178(<0.001) 1.000

CASH -0.217(<0.001) 0.136(<0.001) -0.025(0.023) -0.194(<0.001) -0.200(<0.001) 0.948(<0.001) 0.170(<0.001) -0.108(<0.001) -0.174(<0.001) 1.000

CFO 0.179(<0.001) 0.165(<0.001) 0.066(<0.001) 0.069(<0.001) 0.060(<0.001) 0.200(<0.001) 0.021(0.053) 0.015(0.168) -0.179(<0.001) 0.173(<0.001) 1.000

ROA -0.080(<0.001) 0.302(<0.001) 0.092(<0.001) -0.093(<0.001) -0.105(<0.001) 0.285(<0.001) 0.115(<0.001) 0.030(0.007) -0.343(<0.001) 0.256(<0.001) 0.350(<0.001) 1.000

PPE 0.900(<0.001) 0.063(<0.001) 0.024(0.032) 0.708(<0.001) 0.708(<0.001) -0.174(<0.001) -0.050(<0.001) -0.104(<0.001) -0.019(0.090) -0.175(<0.001) 0.160(<0.001) -0.075(<0.001) 1.000
LOSS 0.073(<0.001) -0.209(<0.001) -0.088(<0.001) 0.058(<0.001) 0.069(<0.001) -0.126(<0.001) 0.038(0.001) -0.124(<0.001) 0.226(<0.001) -0.110(<0.001) -0.152(<0.001) -0.630(<0.001) 0.062(<0.001) 1.000
MTB 0.023(0.040) -0.458(<0.001) -0.307(<0.001) 0.0020.865 0.001(0.925) 0.053(<0.001) 0.629(<0.001) -0.392(<0.001) 0.392(<0.001) 0.054(<0.001) -0.056(<0.001) -0.060(<0.001) -0.002(0.873) 0.160(<0.001) 1.000

GROW -0.063(<0.001) 0.072(<0.001) 0.058(<0.001) -0.039(0.004) -0.059(<0.001) 0.048(<0.001) -0.028(0.011) 0.086(<0.001) -0.0190.081 0.055(<0.001) 0.071(<0.001) 0.272(<0.001) -0.060(<0.001) -0.215(<0.001) -0.040(0.000) 1.000
1) (     ) 안의 값은 p-value임.   2)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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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내유보금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결과

       

Variable
  RETEARNING1 RETEARNING2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0.0955 5.58 *** 0.0859 5.06 ***
 -0.0200 -5.28 *** -0.0053 -4.32 ***
 -0.0011 -1.43 -0.0009 -1.19
 -0.0009 -1.68 * -0.0003 -0.52
 -0.0695 -10.11 *** -0.0778 -11.35 ***
 0.0871 8.21 *** 0.0944 8.88 ***
 -0.0300 -1.42 -0.0430 -2.08 **
 0.9787 168.77 *** 0.9749 168.69 ***
 0.0034 1.05 0.0034 1.05
 0.0004 1.82 * 0.0005 2.83 ***
 -0.0050 -1.09 -0.0005 -1.19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usted R2 0.8414 0.8398
F-stat. 1090.76*** 1082.10***

N 8,157 8,157
1) = 통제변수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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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내유보금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결과 (모형(2)로 투자효율성 도출)

    ×    

Variable

설명변수만 사용 메인분석 고정효과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0.0304 -8.72 *** -0.0244 -10.54 *** -0.0436 -3.13 *** -0.0427 -3.09 *** -0.0536 -3.43 *** -0.0568 -3.66 ***
 0.0257 2.82 *** 0.0142 2.35 ** 0.0249 4.79 *** 0.0070 2.04 ** 0.0210 3.10 *** 0.0042 0.85
 0.4290 72.84 *** 0.4251 100.42 *** 0.2283 57.65 *** 0.2124 64.65 *** 0.1817 36.87 *** 0.1601 42.45 ***

 × -0.0195 -1.35 -0.0131 -1.78 ** -0.0657 -9.12 *** -0.0118 -2.98 *** -0.0987 -8.93 *** -0.0524 -6.37 ***
 0.0020 3.38 *** 0.0001 1.59 0.0038 5.70 *** 0.0040 5.95 ***
 0.0000 0.00 0.0003 0.63 -0.0200 -3.54 *** -0.0156 2.98 ***

 -0.0514 -9.31 *** -0.0579 -9.32 *** -0.6104 -9.17 *** -0.6304 -9.55 ***
 0.2522 28.69 *** 0.1120 11.66 *** 0.0311 12.93 *** 0.1419 13.89 ***
 -0.0231 -1.37 -0.0178 -0.94 0.0069 0.33 0.0211 1.00
 0.6168 86.48 *** 0.7679 107.10 *** 0.7815 102.67 *** 0.7785 102.51 ***
 0.0036 1.39 0.0066 2.28 ** 0.0077 2.42 ** 0.0095 2.99 ***
 0.0007 4.29 *** 0.0008 4.45 *** 0.0008 4.02 *** 0.0006 2.87 ***
 -0.0001 -0.03 -0.0087 -2.08 ** -0.0920 -2.12 ** -0.1032 -2.38 **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usted R2 0.5691 0.5694 0.8976 0.8959

F-stat.   3436.16*** 3454.61*** 1710.64*** 1686.71***  3644.94*** 3621.30***
N 8,157 8,157 8,157 8,157 8,157 8,157

1) = 통제변수,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 1>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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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내유보금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결과 (모형(4)로 투자효율성 도출)

    ×    

Variable

설명변수만 사용 메인분석 고정효과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0.0309 -8.87 *** -0.0250 -10.83 *** -0.0539 -3.90 *** -0.0543 -3.97 *** -0.0560 -3.85 *** -0.0640 -4.15 ***
 0.0262 2.88 *** 0.0165 2.79 *** 0.0219 4.24 *** 0.0070 2.09 ** 0.0195 2.86 *** 0.0055 1.10 ***
 0.4307 72.84 *** 0.4258 100.79 *** 0.2345 61.25 *** 0.2187 66.44 *** 0.1871 37.75 *** 0.1655 43.52 ***

 × -0.0238 -1.63 -0.0162 -2.23 ** -0.0652 -9.06 *** -0.0121 -3.10 *** -0.0998 -9.00 *** -0.0558 -6.77 ***
 0.0020 3.38 *** 0.0010 1.45 0.0035 5.16 *** 0.0037 5.44 ***
 0.0000 0.00 0.004 0.85 -0.1709 -3.03 *** -0.0129 -2.45 **
 -0.0514 -9.31 *** -0.0569 -9.17 *** -0.5951 -8.94 *** -0.6161 -9.34 ***
 0.2522 28.69 *** 0.1161 42.10 *** 0.1370 13.51 *** 0.1476 14.44 ***
 -0.0231 -1.37 -0.0152 -0.81 0.0109 0.52 0.0253 1.20
 0.6168 86.48 *** 0.7658 106.74 *** 0.7798 102.26 *** 0.7769 102.11 ***
 0.0036 1.39 0.0057 1.95 * 0.0061 1.91 * 0.0080 2.53 **
 0.0007 4.29 *** 0.0008 4.64 *** 0.0007 3.74 *** 0.0005 2.61 ***
 -0.0001 -0.03 -0.0042 -1.02 -0.0392 -0.91 -0.0507 -1.17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usted R2 0.5705 0.5711 0.8996 0.8563

F-stat.   3455.25*** 3478.31*** 1749.14*** 3890.37*** 3687.73*** 3664.83***

N 8,157 8,157 8,157 8,157 8,157 8,157

1)   = 통제변수 .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 >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18 -

<표 6> 현금성자산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결과 (모형(2)로 투자효율성 도출)

    ×    

Variable
설명변수만 사용 메인 분석 고정효과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0.0495 -14.09 *** -0.0472 -3.45 *** -0.0608 -3.92 ***

 0.1919 11.53 *** 0.1303 7.37 *** 0.1397 6.39 ***
 0.5222 80.49 *** 0.2664 60.79 *** 0.2041 39.68 ***

× -0.7524 -21.00 *** -0.3184 -17.12 *** -0.2979 -13.09 ***
 0.0004 0.52 0.0030 4.37 ***
 0.0005 1.07 -0.0068 -1.29
 -0.0786 -4.29 *** -1.0458 -5.22 ***
 0.1073 11.27 *** 0.1269 12.53 ***
 -0.0224 -1.22 -0.1790 -0.89
 0.7496 104.47 *** 0.7607 99.80 ***
 0.0050 1.73 * 0.0076 2.41 **
 0.0005 3.38 *** 0.0009 5.37 ***
 -0.0061 -1.49 -0.0577 -1.34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Adjusted R2 0.5939 0.8975
F-stat. 3867.05*** 1736.53***  3637.23 ***

N 8,157 8,157 8,157
1) = 통제변수 .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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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현금성자산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결과 (모형(4)로 투자효율성 도출)

    ×    

Variable
설명변수만 사용 메인 분석 고정효과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Estimates       t-stat.
 -0.0529 -15.05 *** -0.0597 -4.41 *** -0.0679 -4.40 ***

 0.2051 12.45 *** 0.1310 7.50 *** 0.1383 6.38 ***
 0.5254 80.97 *** 0.2732 62.54 *** 0.2090 40.58 ***

× -0.7593 -21.38 *** -0.3187 -17.41 *** -0.2956 -13.14 ***
 0.0003 0.41 0.0027 3.92 ***
 0.0006 1.24 -0.0042 -0.80
 -0.0729 -3.98 *** -1.0097 -5.04 ***
 0.1121 11.78 *** 0.1329 13.11 ***
 -0.0184 -1.01 -0.1505 -0.75
 0.7481 104.20 *** 0.7596 99.47 ***
 0.0043 1.47 0.0064 2.00 **
 0.0005 3.48 *** 0.0009 5.15 ***
 -0.0016 -0.38 -0.0050 -0.12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Adjusted R2 0.5955 0.8996
F-stat. 3893.22*** 1778.37***   3680.12***

N 8,157 8,157 8,157
1) = 통제변수 .각 변수의 정의는 <부록>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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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 결과

4.2.1 모형(5)의 실증분석결과

<표 3>은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내유보금과 기업의 실물투

자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사내유보금의 계수 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것은 사내유

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을 알수 있다.

4.2.2 [가설 1]의 검증 결과

<표 4>과 <표 5>는 사내유보금이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1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각 모형(2)와 모형(4)로 투자효율성을 구하고 모형(6)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측정한 사내유

보금(RTEARNING1)의 계수 과 사내유보금(RTEARNING1)과 과

잉투자(OVERINV)의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인 의 값을 살펴보면 

>0 및 +<0 이다.이것은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과

잉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

산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는 사내유보금

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내유보금이 증가할수록 과소투자가능성

이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감소시키고,과잉투자가능성이 있는 기

업의 실물자산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사내유보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측정한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는 기업규모(SIZE),현금흐름

(CFO), 유형자산의 비중(PPE), 당기순손실(LOSS)과 시장가치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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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액 비율(MTB)계수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

타내고 있어, 기업규모가 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호하

고,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 현금(CASH)은 통계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업이익율(ROA)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4.2.3 [가설 2]의 검증 결과

<표 6>과 <표 7>은 현금성자산이 기업의 과잉투자 또는 과소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2에 대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이다. 

각각 모형(2)와 모형(4)로 투자효율성을 구하고 모형(7)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 현금성자산(CASHASSET)의 계수과 현금성자산

(CASHASSET)과 과잉투자(OVERINV)의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인 

의 값을 살펴보면 >0 및 +<0 이다.이것은 과소투자가능성이 높

은 기업에서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양(+)의 효

과를 나타내고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현금성자산의 증가

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에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

다.이는 현금성자산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은 기업의 자산투자와 관련성

이 있다는 가설 2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현금성자산이 증가할수록 과소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감소시키고,과잉투자가능성

이 있는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

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는 기업규모(SIZE),현금흐름

(CFO), 유형자산의 비중(PPE), 당기순손실(LOSS)과 시장가치 대 장

부가액 비율(MTB)계수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

타내고 있어, 기업규모가 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호하

고,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 현금(CASH)은 통계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업이익율(ROA)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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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의 F값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수정의 

 값은 약 85%로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연구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earity)을 평

가하기 위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 값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VIF값은 7.33로서 다중공선성은 본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익 중 법인세, 배당 등의 방법으로 사

외로 지출된 금액들을 제외한 사내 적립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내유

보금은 기업의 수익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이익을 현금의 형태

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을 위한 기계 장치

나 건물, 특허권 등과 같은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사업의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과 기타 투자자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재투자되는 자

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경제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

내유보금의 계속 증가되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생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현

금성 자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을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내유보금과 자산에 대한 투자효율성의 관련

성이 기업의 실제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Biddle et al.(2009)에 제시한 방법으로 기업의 과잉

투자 또는 과소투자의 정도를 측정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사내유보금 및 현금성자산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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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효율성의 관련성이 기업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잉투자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내유보금 및 

현금성자산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의 관련성이 기업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투자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내

유보금 및 현금성자산과 자산투자의 효율성의 관련성이 기업의 실물자

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

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금성자산 같은 금융자산의 보유를 증가시킨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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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변수 정의

 t기 유형자산+무형자산/총자산

 t기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총자산)

 t기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총자산)

 t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자산



실제투자와 기대치 투자의 차이를 0과 1 사이의 값

이 되도록 재조정하여 계산

 t기 매출액/총자산

 t기 시가총액/총자산

 t기 총자산 자연로그 값

 t기 총부채 /총자산

 t기 현금/총자산

 t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t기 당기순이익/총자산

 t기 고정자산/총자산

 t기 당기순손실이면 1,아니면 0

 t기 시가총액/총자본

 t기 매출액의 변화액/총자산

 연도더미

 산업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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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rporate Internal 
Reserve and

Investments Efficiency on 
Chinese Corporate Assets

Investment

Jin B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internal reserves can be an asset held by a corporate 
in the form of cash in the form of a corporate profits, but it is 
a concept that includes assets reinvested in various forms: 
tangible, intangible and other assets. This is an accounting 
number that is a cumulative measure of corporate profi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rporate Internal Reserve 
and Investments Efficiency on Chinese Corporate Assets 
Investment.As a research method, Biddle et al. (2009) calculated 
the degree of over/under-investment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sset investment and used it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creasing corporate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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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s increases corporate assets investment subject to 
over-investment.Decreasing corporate internal reserves increases 
corporate assets investment subject to under-investmen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 increase in the corporate 
internal reserves implies an increase in corporate asset 
investment or an increase in non-business assets such as cash 
assets due to under-investment in real assets related to the 
business. It is meaningful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finding ways to link corporate internal reserves to actual 
corporate investment in assets.

keywords : Corporate Internal Reserve,Investments efficiency, 
Surplus, Asset investments.Retained earnings.
Student Number : 2016-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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