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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기업 그룹에서 이익잉여

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장부가/시가 비율이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이유는 장부가를 구

성하는 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시가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은 이익잉여금/시가

의 예측력에 흡수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형정보를 반영한 수익률인 무형

수익률을 계산하여 무형수익률이 큰 그룹과 낮은 그룹에서 이익잉여금/

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무형수익률이 큰 그룹과 낮은 그룹에서 모두 이익잉여금/시

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예측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무형수익률이 작은 그룹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

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형수익률

이 큰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시가의 주식 수익률 설명력은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국내 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과

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여러 논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로 기업의 사내 유

보금, 즉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내부 자본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만연하게 되어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핵심 단어: 무형수익률, 이익잉여금 대 시가 비율, 장부가 대 시가 비율
학번: 2018-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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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무학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난제 중 하나는 어떤 설명 요소를 가격으

로 나눈 값, 즉 가격으로 조정된 변수들이 주식 수익률을 양의 관계로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부가/시가 비율

(BE/ME)이다. 장부가/시가 전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장부가/시

가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은 주식 수익률을 예측한다. 

 이미 이를 설명하려 시도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대표적으로

DeBondt and Thaler(1985,1987)와 Lakonishok, Shleifer and Vishny(LSV, 

1994)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은 장부가/시가 비율이 주식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이유를 투자자들이 과거 부진했던 회계 성과에 대

해 과잉반응하기 때문으로 본다. 즉 과거에 부진한 실적을 냈던 기업들

의 이익증가율을 더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실제

로 나중에 실현된 이익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종의

반전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큰 주식 수익률을 경험하게 된다

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Fama and French(1992,1993,1995 and 1997)는 기업의

과거 부정적 성과에 의해 야기된 부도 가능성이 기업을 더 위험하게 만

들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장부가/시가 비율을 가진 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Daniel and Titman(2006)은 높은 장부가/시가 비율을 가진

기업들이 대체로 부실기업은 맞지만, 부도 위험이 필연적으로 높은 수익

률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장부가/시가 비율을 아래의 식(1)과

같은 항등식으로 분해하였다. 

log            

 식(1)은 기업의 초기 장부가/시가 비율에 장부가치의 변화분을 더한 후

시장 가치의 변화분을 차감한 것으로, 이익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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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래성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식 (2)와 같이 장부가

치의 증감보다 시장에서의 증감이 훨씬 크게 되어 장부가/시가 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식(1)과 식(2)에 따르면, 이익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장부가치도

증가하지만, 기업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어 기업의 장부가/시가

비율은 낮아진다. 반대로 이익에 대한 나쁜 뉴스는 장부 가치를 감소시

키나 가격은 그보다 더 하락하므로 높은 장부가/시가 비율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LSV(1994)와 Fama and French(1992,1993,1995 and 1997)

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Daniel and Titman(2006)은 시

장 가격의 움직임이 현재 성과와 무관한 정보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좋은 소식이 현재 시점에

알려졌다고 할 경우, 지금의 장부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장에

서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Daniel and Titman(2006)은 개별기업의 수익률

을 회계적 측정 기준에 기반을 둔 과거 성과와 관련한 수익률과 과거 성

과와 관계없는 수익률로 분해하였다. 이들은 주식의 미래 수익률이 과거

성과의 회계적 측정치인 “유형 정보”와 관련이 없고, 미래성과에 대한 뉴

스를 담은 “무형정보“만이 주식 수익률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갖는다

는 것을 보였다. Daniel and Titman(2006)에 따르면 장부가/시가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장부가/시가 비율이 무형정보를 반영한 무형수익률에

과잉반응함으로써 변하고, 이것이 곧 주식 수익률을 양의 관계로 예측하

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성과의 회계적 측정치인 유형 정보는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Ball et al(2018)에 따르면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장부가/시가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장부 가치에 포함된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

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 가치는 납입자본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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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Ball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항목 중,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납입자

본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설명력은 거의 없었다. Ball et al(2018)은

1964년에서 2017년까지 NYSE, Amex, Nasdaq에 상장된 미국 주식을 대

상으로 분석하여 이익잉여금을 시장 가치로 나눈 이익잉여금/시가 비율

이 주식 수익률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보였다. 또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장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포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장부가/시가 전략이 주식 수익

률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에서 장부가/시가 전략이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이유는

과거 회계적 성과와 관계없는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인 무형정보와 주식

수익률이 음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즉 무형정보에 대한 시장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시장 가치는 원래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 반

전을 경험하게 되고, 수익률은 낮아진다. 반면 과거 성과의 회계적 측정

치인 유형 정보는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지 못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장부가/시가 전략이 미래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이

유는 장부가/시가 전략의 설명력이 과거 누적 수익률 정보인 이익잉여금

/시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

가 전략의 설명력을 포괄한다.

 그렇다면,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질까? Daniel and 

Titman(2006)의 연구에 따르면 무형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유형 정보를

반영한 유형 수익률이 낮으므로 유형 정보로 설명되는 주식 수익률의 비

중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경우에 무형정보 비중이 낮은 기업

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을

흡수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의문들을 실증 분석을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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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형수익률의 계산

     

 무형정보 비중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무형수익률을 계산한

다. 무형수익률은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을 따라 5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의 추정값을 5년 전 시점에서 예상한 5년 후 기대 수익률

추정값과 예상치 못한 유형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유형 수익률, 그리고

무형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무형수익률로 수익률을 분해하였

다. 즉 다음의 식과 같이 분해하였다.

        

 


    

      부분은 5년 전 시점에서 예상한 t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

을 뜻한다. 
 부분은 예상치 못한 유형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유형 수익

률을 뜻한다. 
 부분은 무형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무형수익

률이다.

또한, Daniel and Titman(2006)은 앞서 언급한 식(1)의 장부가/시가 비

율을 주식 수익률 분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 가지 요소로 다시 분해하

였다.

 ≡ log 


  log 


  log  

  
 log  


 log  

 
 

여기서 log    

  
 부분은    로 표시할 수 있으며 t-τ 시점과 t 시

점 사이 기업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대용치 이다. 장부가/시가 비율은

미래 주식 수익률을 양의 관계로 예측하기 때문에, t-τ 시점과 t 시점

사이의 장부가/시가 비율을 기대 수익률처럼 사용하였다. 또한    는

같은 기간 동안 장부가치의 예상 증가율을 나타내는 대용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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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수익률을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 Daniel and Titman(2006)은

주식 수익률을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log   

 ∙   
 

여기서 는 가격조정 요인으로, s-1 시점과 s 시점 사이 주식분할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고려한 부분이다. 는 s-1 시점에서 소유한 주식

의 s-1 시점과 s 시점 사이의 모든 현금 배당의 가치를 뜻한다. 는 s

시점에서 주식 가격이다.

위의 식(5)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log  


∙  ∙  ∙ 




 
     



log   


 log  log ∙ 


 

 
     



log   


 

     





 log   


   

식(6)에서 log  log ∙ 


 부분은 로 표시된다. 의 합은

식(7)에서 누적 로그 주가 조정 요인인  로 표현된다. 누적 로그

주가 조정 요인은 t-τ 시점에서 소유한 주식의 τ 기간 발생하는 현금 배

당을 주식에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식분할과 유상증자의 가격조정 요

인을 고려하여 t 시점에서 소유한 로그 주식 수이다.

식(7)을 이용하여 식(4)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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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에서 log   


   부분은   로 표기할 수 있으며

t-τ 시점과 t 시점 사이의 장부가 수익률을 나타낸다. 장부가 수익률 개

념을 이용해 장부가/시가 비율을 다시 쓰면 아래 식(9) 와 같다.

           

이때 누적 조정 요소인   부분은 t-τ 시점에서 t 시점까지 들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을 구하는 식은 아래 식(10) 와 같다.

    log  


 

 Daniel and Titman(2006)은 무형정보를 반영한 무형 수익률(intangible 

return)을 구할 때 아래의 식(11)과 같이 장부가/시가 비율 외에 장부가

수익률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기업의 과거 기간의 주식 수익률

 은 기간 전의 장부가/시가 비율    과 기간 장부가 수익률


   에 대한 선형 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식(11)에서 장부가/시가 비율은  시점에서 유형 정보를 반영하며,

 시점에서 예상한 t 시점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대용치 이다. 기간

장부가치의 수익률은  시점과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유형 정보에

대한 대용치 이다. Daniel and Titman(2006)과 Hao Jang(2008)은 이 부

분은 장부가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요한 회계적 지표들인 이익, 

현금흐름, 매출액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형 수익률은

아래의 식(12) 와 같이 식(11)의 예측값이며, 무형수익률은 주식 수익률

에서 기대 수익률과 유형 수익률을 뺀 잔차항 값으로 식(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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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11)의 주요 가정은 장부가 수익률이 무형정보에 의해 영향받지 않

는다는 것과 래그 변수인 장부가/시가 비율이 기대 장부가 수익률에 대

한 통제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미래 성장에 대한 좋은 기회들을 가

진 기업들은 지금의 장부가치가 좋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미래 성장

가능성(즉 무형정보)에 대해 시장에서 고평가하므로, 낮은 장부가/시가

비율이 되고 이후 높은 시장 가치에 대한 반전으로 인해 낮은 수익률을

경험한다. 

Ⅲ. 자료 및 실증 방법

1. 자료

 자료 기간은 198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이다. 총 3161개의 기업 중 101개에 해당하는 스팩 기

업은 제외하였고 금융 기업은 포함하여 총 3060개의 표본으로 구성하였

다. 회계자료와 주식 수익률 관련 자료는 모두 데이터 가이드에서 구하

였다. 자료에 사용된 장부가치는 Ball et al(2018)의 방법을 따라 납입자

본금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산하여 구하였으며, 

K-IFRS 회계 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 이익잉여금에 포함

되어 있어 이익잉여금 항목을 계산할 시,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2. 실증 방법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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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무형정보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장부

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을 포괄하지 못한다.

 

 무형정보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설명력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보다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형정

보 비중이 높은 기업은 유형 정보의 비중이 작고, Ball et al(2018)에 따

르면 이익잉여금은 장부가치 중에서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유형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이익잉여금이 적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과거 수익률에 대한 누적정보

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주식 수익률에 대한 장부가/시가의 설명력

을 흡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2. 무형정보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장부

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을 포괄한다.

 

 무형정보 비중이 낮은 기업은 대표적인 유형 정보에 해당하는 이익잉여

금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Ball et al(2018)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은 과

거 수익률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고 있다. 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일

반적으로 과거 수익률에 대한 누적정보가 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에 대한 장부가/시가의 설명력을 흡수할 것이다.

 가설검증 방법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들

을 대상으로 무형수익률을 계산한다. 무형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을 따라 5년 동안의 실제 주식 수익률을

5년 전 장부가/시가 비율과 5년 동안의 장부가 수익률로 선형 회귀분석

한 후, 잔차항 값을 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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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과 같이 5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

 은 과거 5년 동안의 로그 주식 수익률을 구한 후 6개월 지연

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5년 전 장부가/시가 비율인    는 전년도 12

월 값 기준으로 로그 장부가/시가 비율을 5년 지연한 값으로 계산하였으

며, 5년 동안의 장부가치 수익률인 
은 5년 동안의 로그 장부가

치 수익률로 계산하였다.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에서 장부가치

수익률은 아래 식 (15) 와 같이 장부가치의 변화분에 누적 조정 요소를

더해야 하지만, 누적 조정 요소의 정의가 τ 기간 발생하는 현금 배당을

주식에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식분할과 유상증자의 가격조정 요인을

고려하여 t 시점에서 소유한 로그 주식 수이므로 주식분할과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누적 조정 요소의 값은 0이다. 따라서 장부가 수익률은 편의상

아래 식(16)과 같이 계산하였다.

  ≡ log  


   

    log  


 

 
 무형수익률을 구하기 위해 위 식 (14) 와 같이 선형 회귀분석 할 때 기

업 효과와 시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 그룹과 시간 그룹에 따라 클

러스터링한 후 회귀 분석한다. 잔차항에 해당하는 무형수익률을 구하기

위해 실현된 주식 수익률 값에서 예측된 수익률 값을 차감한다. 그런 후

에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가장 큰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에서 아래 식(17)과 같은 횡단면 회귀분석을 한다. 이때 무형

수익률 기준으로 분류된 그룹별로 다시 원래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

서 기업과 시간에 대해 클러스터링한 후 회귀분석 한다. 그런 후에 장부

가/시가와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시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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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장부가/시가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주식 수익률=+기업 규모+전월 수익률+전년도 수익률+장부가

/시가+이익잉여금/시가+이익잉여금 더미+      (17)

 식(17)의 통제변수로는 기업 규모와 전월 수익률, 전년도 수익률을 사용

한다. 기업 규모는 전월 기업 규모에 로그 값을 취하여 계산하였으며 단

기 반전 현상을 보기 위해 직전 1개월 수익률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모멘텀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직전 1년 수익률 중 1개월을 뺀 전

년도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식(17)의 설명변수는 각각 장부가/시가 비율

과 이익잉여금을 시가로 나눈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며 각각 로그 값을

취하였다. 이익잉여금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로그를 취한 이익잉여

금/시가가 0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익잉여금 더미를 포함하게 하였다. 회

귀분석 결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

력을 흡수하는지 확인한다.  

Ⅳ. 실증 결과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을 따라 무형수익률을 계산하여 무형수

익률의 크기에 따라 그룹을 나눈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은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나눈 무형수익률이 가장 작은 그룹(low)에서

가장 큰 그룹(high)의 무형수익률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요약 통계량

이다. 무형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룹(low)의 평균은 –1.375이며 무형수익

률이 가장 큰 그룹(high)의 평균은 1.245이다.

 Ball et al(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은 과거 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을

포괄한다. 즉 이익잉여금/시가는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

을 흡수한다. 

 가설 1은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을 따라 계산한 무형수익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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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그룹의 경우,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설 1 검정을 위해 무형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룹(high)에서 먼저 장부가/시가 비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독립적으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지 각각 확인한 후에 장부가/시가 비

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

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흡수하는지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무형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룹(high)에서 장부가/시가 비율

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독립적으로 주식 수익률을 각각 예측하였으

나 장부가/시가 비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

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사라지고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만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의 가정과 부합한 결과이다.
 반면에, 가설 2는 무형수익률이 낮은 그룹의 경우, 이익잉여금/시가 비

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흡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설 2 검

정을 위해 무형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룹(low)에서 먼저 장부가/시가 비

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독립적으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지 각

각 확인한 후에 장부가/시가 비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예측력을 흡수하는지 확

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무형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룹(low)에서 장부가/시가 비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독립적으로 주식 수익률을 각각 예측하였으나

장부가/시가 비율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
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사라지고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의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며, 가설 1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가설 2의 결과는 가설 1의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무형수익률이 낮은 그룹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예측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즉 무형수익률 크기와 관계

없이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

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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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장에 대해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

가/시가 비율과 함께 있을 때, 장부가/시가 비율의 주식 수익률 예측력

을 흡수하는지 확인해 보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없으며 장부가/시가 비율만이 유의하게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과거 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장부가/시가 전략을 포괄한다는 Ball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

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이익잉여금의 전반적인 증가가 이익잉여금/시가의 설

명력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외부로 유출

되지 않는 내부 자본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1). 김혜리(2017)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

금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급증하였다. 외환위
기라는 재무적 곤경을 경험한 이후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기업의 재무적

제약을 완화하여 회계적 지표들이 주는 정보의 연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

다. 즉 이익잉여금 많은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

이 덜하므로 자금 운용을 느슨하게 하여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

한 누적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이익잉

여금이 많은 기업 그룹, 즉 재무적 제약이 적은 기업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 그룹보다 이익잉여금/시가의 설명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2).

1) 한국회계기준원의 조사 연구실은 현행용어인 “이익잉여금”에서 “유보이익”으로 용어의 
변경 및 병기를 논의하였으나 실무적 관행으로 “잉여금”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
고 있어, 유보이익으로 용어 변경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K-IFRS 용어 검토 보고
서,2016.10.7.)

2) <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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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익잉여금은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장부가/

시가의 설명력이 이익잉여금/시가에서 비롯된다는 Ball et al(2018)의 연

구를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구분한 국내 기업에 적용해 본 결과, 이익

잉여금/시가 비율은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
내 시장에서 이익잉여금이 과거 순이익에 대한 누적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이익잉여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들의 이익잉여금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급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라는 재무적 곤경을 경험한 두 그룹, 즉 이익잉

여금이 많은 (재무적 제약이 덜한) 기업 그룹과 이익잉여금이 적은 (재무
적 제약이 큰) 기업 그룹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이익잉여금이 많

은 기업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 그룹보다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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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룹별 무형수익률 기초통계량

<표 1>은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른 그룹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다. 무형수익률은 Daniel and Titman(2006)의 방법을 따라 과거

5년 동안의 로그 주식 수익률을 5년 전 로그 장부가/시가 비율과 5년

동안의 로그 장부가 수익률에 대해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잔차항 값으로

계산하였다. 그런 후에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가장 작은 그룹(low)에서

가장 큰 그룹(high)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무형수익률이 가장 작은

그룹(low)의 무형수익률 평균은 –1.375이며 표준편차는 1.068이다. 무형

수익률이 가장 큰 그룹(high)의 무형수익률 평균은 1.245이며 표준편차

는 0.784이다. 회귀분석 시에는 기업과 시간 효과를 고려하여 기업과 시

간에 대해 클러스터링하였다.

그룹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low 58888 -1.375 1.068

2 59086 -0.409 0.764
3 59087 0.059 0.662

4 59086 0.478 0.633
high 58951 1.245 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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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무형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룹(Low)에서 장부가/

시가로 주식 수익률 예측 결과

<표 2>는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그룹 중 무형수익률 크기가

가장 작은 그룹(Low)에서 장부가/시가 비율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한 결

과이다. 장부가/시가 비율은 유의미하게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Low 절편 -0.203 4.451 -0.046

로그 시가총액 -0.730 0.209 -3.498
전월 수익률 -0.006 0.021 -0.284

전년도 수익률 0.002 0.007 0.235
　 장부가/시가 1.384 0.455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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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무형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룹(Low)에서 이익잉

여금/시가로 주식 수익률 예측 결과

<표 3>은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그룹 중 무형수익률 크기가

가장 작은 그룹(Low)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한

결과이다.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유의미하게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Low 절편 9.561 2.921 3.273
로그 시가총액 -0.923 0.211 -4.374

전월 수익률 -0.003 0.021 -0.137
전년도 수익률 0.001 0.007 0.133
이익잉여금/시

가 0.441 0.191 2.305

　 이익잉여금
더미 1.584 1.3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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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무형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룹(High)에서 장부가/

시가로 주식 수익률 예측 결과

<표 4>는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그룹 중 무형수익률 크기가

가장 큰 그룹(High)에서 장부가/시가 비율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한 결과

이다. 장부가/시가 비율은 유의미하게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High 절편 -5.388 3.288 -1.639
로그
시가총액 0.048 0.140 0.343

전월 수익률 -0.018 0.020 -0.916
전년도
수익률 -0.005 0.007 -0.759

　 장부가/시가 0.890 0.354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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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무형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룹(High)에서 이익잉

여금/시가로 주식 수익률 예측 결과

<표 5>는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그룹 중 무형수익률 크기가

가장 큰 그룹(High)에서 이익잉여금/시가 비율로 주식 수익률을 예측한

결과이다.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은 유의미하게 주식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High 절편 -1.465 1.913 -0.766
로그 시가총액 0.001 0.132 0.008

전월 수익률 -0.015 0.020 -0.772
전년도 수익률 -0.007 0.007 -0.907
이익잉여금/시

가 0.388 0.176 2.201

　 이익잉여금
더미 2.744 1.054 2.604



- 19 -

<표 6>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른 그룹별 이익잉여금/시

가와 장부가/시가가 함께 있을 때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무형수익률 크기에 따라 분류한 무형수익률 크기가 가장 작은

그룹(Low)과 가장 큰 그룹(High)에 대해 이익잉여금/시가 비율과 장부가/

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시가 비율과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표이다. 분석 결과 무형수익

률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에서 모두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사라지고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수

익률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보다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높

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Low 절편 1.0641 4.8602 0.2189
로그 시가총액 -0.7761 0.2124 -3.6543

전월 수익률 -0.0057 0.0208 -0.2748
전년도 수익률 0.0014 0.0065 0.2173
이익잉여금/시

가 0.1013 0.2272 0.4458

이익잉여금더미 0.1402 1.4126 0.0993
장부가/시가 1.2112 0.5689 2.1290

High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절편 -8.773 3.359 -2.612

로그 시가총액 0.167 0.145 1.151
전월 수익률 -0.020 0.020 -0.994

전년도 수익률 -0.006 0.007 -0.810
이익잉여금/시

가 -0.045 0.166 -0.273

이익잉여금더미 1.319 0.969 1.362
　 장부가/시가 1.189 0.407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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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이익잉여금/시

가 비율과 장부가/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회귀분석

결과

<표 7>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했

을 때,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이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을 흡수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유의하

지 않았으며,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절편 -2.562 2.347 -1.092

로그 시가총액 -0.587 0.143 -4.101
전월 수익률 -0.001 0.015 -0.080

전년도 수익률 0.004 0.005 0.829
장부가/시가 1.385 0.321 4.309

이익잉여금/시가 0.165 0.146 1.128
이익잉여금더미 0.441 0.805 0.548



- 21 -

<표 8> 외환위기 이후 이익잉여금 크기에 따른 그룹별

이익잉여금/시가와 장부가/시가가 함께 있을 때 회귀분석

결과

<표 8>은 외환위기 이후 이익잉여금 크기에 따라 분류한 이익잉여금 크

기가 가장 작은 그룹(Small)과 가장 큰 그룹(Big)에 대해 이익잉여금/시가

비율과 장부가/시가 비율이 함께 있을 때 이익잉여금/시가 비율과 장부

가/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표이다. 분

석 결과 이익잉여금이 작은 그룹과 많은 그룹에서 모두 이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은 사라지고 장부가/시가 비율의 설명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잉여금 낮은 그룹은 이익잉여금이 많은 그룹보다 이

익잉여금/시가 비율의 설명력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룹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Small 절편 -27.073 26.028 -1.040

로그 시가총액 1.859 2.149 0.865
전월 수익률 0.048 0.053 0.895

전년도 수익률 -0.062 0.061 -1.001
이익잉여금/시
가 1.050 1.483 0.708

이익잉여금더미 5.756 9.476 0.607
장부가/시가 1.817 0.665 2.732

Big 모수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절편 -2.916 26.028 -0.112

로그 시가총액 -0.148 2.149 -0.069
전월 수익률 0.014 0.053 0.257

전년도 수익률 -0.004 0.061 -0.063
이익잉여금/시
가 -0.974 1.483 -0.657

이익잉여금더미 0.000 9.476 0.000

　 장부가/시가 1.776 0.665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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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the return

prediction power between retained

earnings to market and book to

market according to the size of

Intangible return
Baek, Ji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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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whether retained earnings to market

subsume book to market according to the size of intangible return.

The book to market strategy is effective because its main component,

retained earnings, has the cumulative information about past earnings.

However, the result indicated that retained earnings to market have

no explanatory power of stock return regardless of the size of

intangible return. Specifically, retained earnings to market

insignificantly predicted stock return for the low group of intangible

return, which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retained earnings to market do

not reflect accumulated information of past earnings proper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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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rket.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overall increase in

retained earnings of firm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eywords: Intangible return, retained earnings, book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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