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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2009년 2월에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증권사는 기존의 증권업 이외에 금융투자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 향

후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무로 업무영역을 확장한다고 할 경우 증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업무 자체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내 증

권사들은 원활한 업무처리와 전략적 차별화를 구축하고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관련 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

장통합법에 대비해 증권사가 정보기술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

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 본 연구는 2006년도 숭의여대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실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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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설을 위한 대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보기술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일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향후 5년 동

안 금융권의 신규 정보기술투자 규모가 약 9,400억 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을 내어 놓고 있다.1)

정보기술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

는 고객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향후 정보기술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의존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은 거래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수익성 증대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정보기술

은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들을 통

합한 신종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되기도 한다(Hunter et al. 2001). 아울러 정보

기술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개만족 및 수익증진에 기여한다(Krishnan et al. 1999).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실시되

었는데,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정보기술투자의 생산성 및 비용효율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재무관리 분야에서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재무연구가들에게도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할 때에 정보기술투자

는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투자와 달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양면적 관

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보기술투

자가 경영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기업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

와 달리 부정적인 측면은 정보기술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진입장벽이 제

거되어 독점적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Hitt and Brynjolfsson 1996).

그동안 정보기술투자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국외에서 활발하게 전개

되어 온 반면 국내의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생산성 및 수익성 측면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정

보기술투자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수익성 및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1) 디지털타임스(2007년 7월 10일)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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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실증연구의 대상이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여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자본시장의 변혁과 더불어 금융기관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보기술투자가 증권사의 생존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보기술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또는 정보기술투자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는 증권

분석가 및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향

후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로 증권업계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평

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며 제4장에서

는 분석결과 및 제시된 결과를 기초로 해석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기존연구의 검토

정보기술투자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초기에 주로 경제학 분야에

서 진행되었다. 그 당시 연구자들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정보기술 자본이 생산

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재무연구자

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동안 다수의 연구들이 정보기술투자와 생산성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서로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목된다.

Alpar and Kim(1977)은 미국의 759개 은행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

보기술투자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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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Lucas(1975)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165개 지점을 표본으로 정보기술투자

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에

특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와 달리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ender(1986)는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

술투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 관련 지출비율과 경영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였다. Banker et al.(1990)은 패스트푸드점 하디스

(Hardee's)를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재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보기술이 복잡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Weill(1992)은 밸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경영목적

에 따라 거래적 정보기술, 전략적 정보기술, 정보적 정보기술 등 세 가지 유형

정보기술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거래적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이

익률(ROA) 및 노동생산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적 정보기술투자는 성과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

지 않으며, 전략적 정보기술투자는 매출액과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모든 유형의 정보기술투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투자는 총자산이익률과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haradwaj et al.(1999)은 1989～1993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수익성 지표가 경영성과 지표로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

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Tobin's Q를 이용하여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Barua et al.(1995)은 정보기술투자와 중간지표(시설가동률, 재고회전율,

제품의 질, 제품 상대가격 및 신제품 도입 등), 그리고 중간지표와 경영성과지표

(ROA 및 시장점유율)들 간의 관계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기술

투자는 중간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시설가동율과 재고회전율 등의 중간지

표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Holden and

El-Bannany(2004)는 1975～1996년 기간의 영국은행을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가

총자산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기술투자의 대용변수인 ATM

보유 대수가 증가할수록 인건비와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총자산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hu and Strassmann(2005)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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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기간의 12개 미국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정보기

술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이자비용, 비이자비용, 인건비 등의 투입물

에 비해 정보기술투자의 한계생산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정보기술투자

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Dehning et

al.(2005)은 산업초과수익(industry abnormal earnings), 기업초과수익(firm

abnormal earnings), 기업의 경쟁적 우위, 듀레이션, 자본비용 등의 항목을 이용

하여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기술투자는 단기적으로

기업초과수익을 축소시키나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정보기술투자가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ron and Sobol(1983)은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실적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성과

가 매우 높거나 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수․김동수(1999)는 1990～1997

년간의 총 23개 일반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화 자본스톡의 비용탄력성을 추

정한 결과, 대상은행들의 절반 정도가 정보화투자로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정보화 비율이 낮을수록 정보화투자

의 은행비용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임호․송재경(1999)은 국내은

행자료를 이용하여 전산예산비율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Tobin's Q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obin's Q에 대해서는 총자산 및 총수익 대비 전산예

산비율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길․최창규

(2004)는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기술투자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종길․이명훈(2006)은 1992～2004년간의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사들의

정보기술투자가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기술자

산 비율이 모든 비용효율성 추정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정

보기술투자가 증권사의 비용 비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때에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정의, 기업성과

를 측정한 성과지표의 유형,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 및 연구방법 등을 달리할

경우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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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1.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01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

가증권시장에 계속 상장된 증권사로서, 결산일이 3월 31일이고, 주가자료 및 재

무제표의 활용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을 증권사로 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정보기술투자의

목적이 업종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 둘째, 실

증분석 자료의 원천이 되는 변수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재무제표를 원천으로 하는데 업종 간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형태가 다를 경우

분석모형에 도입할 변수를 획일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증권

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제조업과 크게 다르고 증권업 이외의 다른 금융

업과도 다르다. 셋째,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다른 업종과 달리 증권

업에서 정보기술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

함이다. 결산일을 3월 31일로 한정한 것은 결산일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

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

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한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Kis-ValueⅡ 및

증권업협회의 Data Guide Pro에서 추출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들 데이터베이스

에서 획득한 자료 중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금융감

독원 공시정보사이트(http://www.DART.or.kr)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하여 사용하

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종속변수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다룬 관련 연구에서 기업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초기의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율(ROE) 등의 회계적 성과 측정치를 기업의

성과지표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지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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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된다(Bharadwaj et al. 1999). 첫째, 회계적 성과 측정치는 역사적 원가

를 반영한 것으로서 과거 지향적이다. 즉, 회계적 성과 측정치는 과거의 회계자

료에 의존하여 산정되므로 미래의 수익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회계적

성과 측정치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측정치이다. 셋째, 회계적 성과 측정

치를 이용할 경우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기업성과 측정에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율(ROE) 등의 회계적 성

과지표를 사용하여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분석할 경우, 회계적 성과지표가 지

니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제대로 분

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기술투자는 기업에게 유형의 이익과 더불어 무형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투자는 기업의 단기성과 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투자는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와 같은

무형자산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자료에 기초한 성과지표보다는 시장가치에 기초한

Tobin's Q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적 성과지표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성

과지표로 평가되는 Tobin's Q를 이용하여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Tobin's Q는 Chung and Pruitt(1994)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Tobin's Q) 총자산의 장부가치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장가치부채의 장부가치

2.2 독립변수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정

보기술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보기

술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의하면 정보기술자본은 사무실, 전산 및 회계기기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처리설비(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를 보다 넓은 개

념의 정보기술자본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통신설비, 과학 및 공학

설비, 복사기 및 관련 장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매년 각 기업에게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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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본예산을 문의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정보보

호법률’에 의하여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고 엄격하게 제한된 용도이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자료를 직접적

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정보기술투자 관련 변수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개발비이외에 전산운영비 및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

입비 등을 부담하는데, 이들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성격상 정보기술투자 활동

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비, 전산운영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 변수를 측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투자를 1) 개발비투자액, 2) 개발비투자액+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3) 개발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전산운영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이러한 구분은 Weill(1992)의 연구에서와 같

이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경영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모형에 사용될 정보기술투자 변수는 이분산성을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이용한다. 정보기술투자 변수 측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업

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투자를 다음

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한다.2)

매출액
개발비투자액

매출액
개발비투자액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매출액
개발비투자액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전산운용비

이상과 같이 정의된 정보기술투자는 무형자산성 투자(intangible investments)

로서 투자의 효과가 비교적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투자

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정보기술투자의 시차변수를 이용한다. 정보기술투자의 시

차변수는 t시점에서의 t-1기의 정보기술투자로서 LINV1, LINV2, LINV3 등의

변수로 설정한다.

2)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본문에 제시된 세 가지 이외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전산운용비’,

‘개발비+전산운용비’ 등의 변수를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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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투

자 이외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 및 실증연구를 참고하여 정보기술투자 이외

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서 현금흐름, 광고비, 부채비율, 기업규

모,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을 선정하였다.

재무론에서 기업가치는 기업이 창출가능한 미래 기대되는 현금흐름(cash

flows)의 현재가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규모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영

업현금흐름에 기초한 현금흐름에다 개발비와 광고비 등의 무형자산성 투자금액

을 가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현금흐름을 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광고비 등의

무형자산성 투자금액을 가산한 것은 무형자산성 투자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무

형자산성 투자를 별도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CF(현금흐름)=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개발비 및 광고비 투자

광고비는 연구개발비와 같이 무형자산성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 Hirschey

(1982), Hirschey and Weygandt(1985) 등은 연구개발비와 더불어 광고선전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Bublitz and

Ettredge(1989)는 연구개발비 투자의 효과는 기업성과에 장기간 지속되나 광고

선전비 투자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광고비를 다

음과 같이 측정한다.

PM(광고비)=광고비/매출액

Modigliani and Miller(1963)는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존재한다고 하여 레버리지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Ross(1977)는 기업의 자본조달정책이 기업의 미래성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

자에게 전달하는 신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을 주장하

였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보다도 부채에 의한 자본을 조달할 경우

기업에 대하여 양호한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Myers

and Majluf(1984)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

이 외부 자본조달시 주식보다는 부채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을 선호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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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순서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업이 부채수용능력에 한계에 이르렀

거나 신주 발행가격이 내재가치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을

조달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Myers and Majluf의 자본조달순서이론

(pecking order theory)에 근거할 때 재무레버리지와 기업가치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Jensen(1986)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s)이 증가할수록 대리인비

용이 증가되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

용의 지급으로 잉여현금흐름의 규모를 줄여나갈수록 기업가치가 증가된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부채비율은 기업의 경영위험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이용되기도

한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위험이 증가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킴으

로써 기업가치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에서 재무레버리지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LEV(재무레버리지)=고정부채/자기자본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한다. 증권사를 선택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규모는 시장

지배력 또는 기업명성과 깊은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명성

및 경쟁력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고자 기업규모 변수를 이용한다. 한편 대리인이

론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정보비대칭에 따른 대리

인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기업규모는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

를 취하여 산정하였다.

SIZE(기업규모)=ln(총자산-무형자산)

Schleifer and Vishny(1986)는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증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지분의 집중은 경영자의 감시활동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경영자들이 사적욕구를 위해 기업자산을 남용할 가능성을 줄

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유구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대주주 지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의 대용치로 1대 대주주지분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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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감시주체를 들 수 있는데, 이

들 사이의 관계는 이해상충가설과 효율적 감시가설 등 상반된 주장에 근거하여

분석가능하다. 이해상충가설에 따르면 외부감시주체가 경영감시자의 역할을 담

당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영

진을 지지하게 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효율적 감시가

설에 따르면 외부감시주체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 즉 효율적 감시가설에 따르면 외부대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박헌준ㆍ신현안ㆍ최완수(2004)은 국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지분율

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외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킨 결과 나

타난 증거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지분율을 추가적인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의 설계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모형은 우선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첫째,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

의 순수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투자이외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앞서 변수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광고비, 재무레버리지, 기업규모, 대주주지분율, 외국

인지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기업-연도

별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하는데, 이러한 분석의 특성 상 시계열적 상관

성(time series correlation)이 분석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연도별 더비변수(dummy variables)를 추가하여 연도별 효과를 통제할 필

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TQ(기업성과) :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장가치+부채의 장부가)/총자산의 장부가

INV(정보기술투자) : 정보기술투자액/매출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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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현금흐름) : 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개발비 및 광고비

PM(광고비) : 광고비/매출액

LEV(재무레버리지) : 고정부채/자기자본

SIZE(기업규모) : ln(총자산-무형자산)

OWN(대주주지분율) : 1대 대주주 지분율

FOWN(외국인지분율) :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YD1, YD2, YD3 : 2004년, 2005년, 2006년의 연도별 더미변수

ϵ : 오차항

한편, 정보기술투자는 무형자산성 투자로서 투자에 따른 효과가 비교적 장기

간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기뿐만 아니라 과

거의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t

기의 정보기술투자 변수 대신 t-1기의 정보기술투자 변수를 사용하여 정보기술

투자에 따른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2)는 t기의 정보기술투자 변

수 대신 t-1기의 정보기술투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모형(1)과 구

분된다.

     
   

(2)

여기서, LINV : t-1 기의 정보기술투자4)

이상의 모형을 기초로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산출된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술적 통계분석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3) 정보기술투자의 정의에 따라 INV 변수는 INV1, INV2, INV3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4) LINV1, LINV2, LINV3은 각각 INV1, INV2, INV3으로 정의된 정보기술투자의 시차변수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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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합 최소값 최대값

TQ 68 0.8589 0.2219 58.4057 0.4637 1.7387

INV1 68 0.0034 0.0050 0.2290 0.0000 0.0233

LINV1 68 0.0051 0.0078 0.3481 0.0000 0.0449

INV2 68 0.0155 0.0135 1.0534 0.0000 0.0623

LINV2 68 0.0199 0.0177 1.3506 0.0000 0.0839

INV3 68 0.0526 0.0227 3.5764 0.0043 0.1363

LINV3 68 0.0582 0.0244 3.9585 0.0043 0.1363

CF 68 0.2016 0.1296 13.7081 -0.2004 0.4707

PM 68 0.0121 0.0102 0.8200 0.0002 0.0445

LEV 68 2.0481 2.2091 139.2719 0.2945 12.5043

SIZE 68 20.7747 1.1876 1413.00 19.0170 22.9123

OWN 68 0.1975 0.1123 13.4293 0.0503 0.4929

FOWN 68 0.1224 0.1486 8.3234 0.0000 0.6565

<표 1>에서 표본기업의 TQ(Tobin's Q)는 평균이 0.8589로서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약 85.89%에 이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0.4637, 1.7387이다.

정보기술투자 변수인 INV1, INV2, INV3 등의 평균이 0.0034, 0.0155, 0.0526 등

으로 나타나 ‘개발비’, ‘개발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개발비+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전산운용비’ 등으로 정의된 정보기술투자가 매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각각 0.34%, 1.55%, 5.26% 수준임을 보여준다. INV1, INV2, INV3

등의 시차변수에 해당하는 LINV1, LINV2, LINV3 등은 INV 유형의 투자 변수

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CF(현금흐름)은 0.2016으로서 매출액 대비 기업의 현금흐

름이 평균적으로 20.16%를 차지한다. 그리고 광고비는 매출액 대비 1.21%인 것

으로 나타났다. LEV(재무레버리지)은 2.0481로서 고정부채가 무형자산이 제외

된 총자산 장부가액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SIZE(기업규모)의 평균은

20.7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OWN(대주주지분율)의 평균은 19.75%이고 최소값

과 최소값은 각각 5.03%, 49.29%이다. FOWN(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은 12.24%

이고, 최소값이 0%, 최대값이 65.65%에 이르러 OWN보다 큰 표준편차를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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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분석 결과

TQ INV1 LINV1 INV2 LINV2 INV3 LINV3 CF PM LEV SIZE OWN

INV1
0.08

0.53

LINV1
0.07 0.46

0.56 <0.00

INV2
0.03 0.48 0.35

0.79 <0.00 <0.00

LINV2
-0.07 0.43 0.62 0.49

0.55 <0.00 <0.00 <0.00

INV3
-0.07 0.34 0.24 0.60 0.32

0.55 <0.00 0.05 <0.00 0.01

LINV3
0.09 0.33 0.41 0.25 0.64 0.55

0.47 0.01 <0.00 0.04 <0.00 <0.00

CF
0.31 0.23 0.04 0.06 -0.20 0.10 0.04

0.01 0.06 0.74 0.64 0.10 0.40 0.77

PM
0.15 0.12 0.08 0.39 0.19 0.32 0.09 0.12

0.22 0.35 0.53 <0.00 0.12 0.01 0.47 0.31

LEV
0.38 0.11 0.04 0.06 -0.03 -0.13 -0.09 0.04 0.01

0.00 0.38 0.72 0.65 0.79 0.29 0.44 0.76 0.91

SIZE
0.51 0.16 0.04 0.11 -0.02 -0.12 -0.09 0.48 0.45 0.55

0.00 0.18 0.73 0.36 0.85 0.33 0.48 <0.00 <0.00 <0.00

OWN
0.14 -0.24 -0.14 -0.21 -0.23 -0.23 -0.21 -0.23 -0.20 -0.08 -0.14

0.24 0.04 0.27 0.09 0.06 0.06 0.09 0.06 0.11 0.53 0.26

FOWN
0.07 0.17 0.18 0.20 0.20 0.03 0.03 0.14 0.05 -0.12 0.24 -0.12

0.57 0.17 0.15 0.10 0.10 0.84 0.82 0.27 0.67 0.35 0.05 0.35

주) 표에 제시된 값은 상관계수(위)와 p-값(아래)에 해당함.

<표 2>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Q(기업성과)와

INV1, INV2, INV3 등의 정보기술투자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Q와 정보기술투자 변수들 간에 상관계수의 부호의 방향도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TQ와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TQ는 CF(현

금흐름)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지니고, LEV(재무레버리지)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SIZE(기업규모)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TQ와 PM(광고비) 간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TQ와 OWN(대주주지분율)과 TQ와 FOWN(외국인지분율)의 상관계

수는 모두 양(+)의 값을 보이나 유의하지 않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에서 유의한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INV1과 CF, INV2와 PM, INV2와 FOWN, INV3와 PM, CF와 SIZE, P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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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LEV와 SIZE, SIZE와 FOWN은 각각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INV1와 OWN, INV3와 OWN, CF와 OWN 등은 각각 유의한 음(-)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기술투자의 기업성과 관련성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모형(1)

과 모형(2)의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다. 모형(1)은 t기의 정보기술투자와 t기의

기업성과 간의 관계 분석에 이용된다. 모형(2)는 t-1기의 정보기술투자가 t기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으로서 정보기술투자의 시차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들 모형에서는 공통적으

로 정보기술투자 이외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요인들

이 통제변수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투자의 정의를 달리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INV1, INV2, INV3 등 다양하게

정의된 정보기술투자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INV1을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사용하여 정보기술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모형(1)의 분석결과,

INV1의 계수는 8.416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보기술투자가 TQ(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된다.

CF(현금흐름)는 기대된 바와 달리 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지니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PM(광고비)은 사전에 예상된 바와 같이 계수의 부호는 양

(+)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LEV(재무레버리지)의 계수도 유

의하지 않은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SIZE(기업규모)의 계수는 1%수준에

서 0.077의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클수록 기업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업계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명성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OWN(대주주지분율)은

유의한 양(+)의 계수를 지니므로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일치가설의 주장을 지

지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FOWN(외국인지분율)의 반응은 모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효과를 분리하고자 도입한

연도별 더미변수 중 YD1을 제외한 YD2와 YD3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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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표 3> INV1을 이용한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1) :       
   

모형(2) :      
   

구분
모형(1) 모형(2)

추정치 t값 P값 추정치 t값 P값

α -0.982 -2.370 0.021 -1.082 -2.720 0.009

INV1 8.416 1.900 0.062

LINV1 7.835 2.980 0.004

CF -0.126 -0.650 0.519 -0.157 -0.840 0.404

PM 2.961 1.270 0.209 3.341 1.490 0.142

LEV 0.082 1.410 0.164 0.085 1.540 0.128

SIZE 0.077 3.580 0.001 0.080 3.910 0.000

OWN 0.447 2.450 0.017 0.436 2.520 0.015

FOWN 0.001 0.010 0.993 -0.030 -0.230 0.821

YD1 0.033 0.570 0.572 0.085 1.450 0.151

YD2 0.107 1.840 0.071 0.113 2.050 0.045

YD3 0.274 3.670 0.001 0.318 4.280 <.0001

adj-R2 0.5046 0.5439

주) 1. 변수의 정의는 앞의 관련 내용을 참고바람.

주) 2.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함.

모형(2)를 이용한 분석결과, LINV1이 기업성과인 TQ와 유의한 정(+)의 관계

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계수들은 모형(1)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SIZ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WN의 계수는 유의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높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수 중 CF, PM, LEV, FOWN 등은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더미변수는 모형(1)의 결과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측정한 결과, 모형(2)의 YD3(3.13)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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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사이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표 4>는 INV2를 정보기술투자의 대용치로 사용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모형

(1)의 분석결과에서 INV2는 TQ(기업성과)와 정(+)의 관계를 지니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INV2를 이용한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1) :       
   

모형(2) :      
   

구분
모형(1) 모형(2)

추정치 t값 P값 추정치 t값 P값

α -1.086 -2.520 0.015 -1.112 -2.750 0.008

INV2 1.997 1.100 0.277

LINV2 3.441 2.690 0.009

CF -0.073 -0.370 0.710 0.020 0.110 0.914

PM 1.811 0.720 0.472 2.450 1.080 0.283

LEV 0.087 1.480 0.144 0.084 1.490 0.141

SIZE 0.082 3.740 0.000 0.079 3.800 0.000

OWN 0.408 2.210 0.031 0.503 2.800 0.007

FOWN -0.005 -0.040 0.972 -0.047 -0.340 0.734

YD1 0.046 0.760 0.448 0.048 0.840 0.406

YD2 0.108 1.700 0.095 0.118 2.080 0.042

YD3 0.254 3.370 0.001 0.306 4.100 0.000

adj-R2 0.484 0.532

주) 1. 변수의 정의는 앞의 관련 내용을 참고바람.

주) 2.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함.

CF(현금흐름)는 기대된 바와 달리 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 지니나 유의

적이지 않다. PM(광고비)은 사전에 예상된 바와 같이 계수의 부호는 양(+)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LEV(재무레버리지)는 예상된

바와 같이 계수의 부호가 정(+)의 값을 지니나 유의하지 않다. SIZE(기업규모)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성과가 높은 것

5) 일반적으로 VIF가 10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VIF 이외에

Tolerance 값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다중공선의 존재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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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 OWN(대주주지분율)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나 이해일치가설의 주장이 지지된다고 하겠다. FOWN(외국인지분율)의 계수는

음(-)의 반응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도별 더미변수 중 YD1을

제외한 YD2와 YD3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모형(2)를 이용한 분석결과, LINV2는 기업성과인 TQ와 유의한 정(+)의 관계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INV2를 사용한 경우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는

INV2를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사용할 경우 그 투자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

나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IZE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과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OWN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지

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CF, PM, LEV,

FOWN 등은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FOWN의 계수는 음(-)의

반응을 보여 INV1을 정보기술투자변수로 사용하여 살펴본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연도별 더미변수의 반응은 모형(1)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형(1)의 경우 변수들의 VIF값이 YD2(2.04), YD3

(2.86)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1과 2사이의 값을 지니고, 모형(2)에서는

YD3(3.08)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1과 2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INV3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서 모형(1)을 이용한 분석결과, INV3은 TQ(기업성과)와 5%유의수준에서 유의

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CF(현금흐름)는 기대된 바와 달

리 계수의 부호가 음(-)의 반응을 보이나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PM(광고

비)은 계수의 부호는 사전에 기대된 바와 같이 양(+)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LEV(재무레버리지)의 계수는 10%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

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법인세절감효과

가 존재한다는 Modigliani and Miller(1963)의 주장 및 Ross(1977)의 신호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SIZE(기업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

을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OWN(대주주지분

율)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

업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

치가 증가한다는 이해일치가설의 주장이 지지된다고 하겠다. FOWN(외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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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효과를 분리하고자 도입한 연

도별 더미변수 중 YD1은 유의하지 않으나 YD2와 YD3은 유의한 양(+)의 값으

로 나타났다.

<표 5> INV3을 이용한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1) :       
   

모형(2) :      
   

구분
모형(1) 모형(2)

추정치 t값 P값 추정치 t값 P값

α -1.572 -3.340 0.002 -1.407 -3.560 0.001

INV3 2.557 2.440 0.018

LINV3 2.976 3.850 0.000

CF -0.236 -1.170 0.246 -0.132 -0.750 0.457

PM 0.794 0.330 0.743 2.293 1.070 0.288

LEV 0.094 1.680 0.099 0.094 1.770 0.081

SIZE 0.101 4.430 <.0001 0.090 4.530 <.0001

OWN 0.445 2.500 0.015 0.498 2.970 0.004

FOWN 0.015 0.110 0.912 0.024 0.190 0.847

YD1 0.073 1.230 0.224 0.034 0.630 0.532

YD2 0.116 2.020 0.048 0.106 2.030 0.047

YD3 0.297 3.960 0.000 0.279 4.180 0.000

adj-R2 0.523 0.582

주) 1. 변수의 정의는 앞의 관련 내용을 참고바람.

주) 2.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함.

모형(2)를 이용한 분석결과, LINV3은 기업성과인 TQ와 유의한 정(+)의 관계

를 지닌다. SIZ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

업성과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OWN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CF, PM, LEV, FOWN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형(1)의 경우 변수들의 VIF값이 SIZE(2.10),

YD3(3.05)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1과 2사이의 값을 지니고, 모형(2)에



62  大韓經營情報學會

서는 YD3(2.76)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1과 2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정보기술투자를 INV1, INV2, INV3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여 정보

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6)

첫째, INV1, INV2, INV3 등을 정보기술투자의 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 t 기

의 정보기술투자와 t기의 TQ(기업성과)는 서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가치에 근거한 성과지표인 Tobin's Q를 이용한

Bharadwaj et al.(1999)과 강임호ㆍ송재경(1999)의 연구 결과와 같이 정보기술투

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흐름을 같이한다.

둘째, 정보기술투자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LINV1, LINV2, LINV3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 이들 정보기술투자 변수들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1기의 정보기술투자의 효과가 t 기에도 지

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투자에 따른 효과를 단기적인 측면과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성과와 통제변수 간의 분석결과, SIZE(기업규모)는 유의한 정(+)의

값을 보여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기업의 명성과 시장지배력과 연관되어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에게 유리

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OWN(대주주지분율)은 유의한 정(+)의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에서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INV1, INV2 등과 달리 INV3을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 LEV(재

무레버리지)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사용에 따

른 이자비용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존재한다는 Modigliani and Miller(1963)의 주

장, Ross(1977)의 신호가설(signaling hypothesis), Myers and Majluf(1984)의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

다.

6) 강건성(robust) 테스트의 일환으로 INV1, INV2, INV3 이외에 INV를 보다 다양하게 정의하여 살

펴보았으나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를 다양하게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INV 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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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앞으로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

우 증권사는 기존의 고유 업무 이외에 금융투자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 향후 증

권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금융투자업무로

업무영역을 확장한다고 할 경우 증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됨

과 동시에 업무 자체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는 원활

한 업무처리와 전략적 차별화를 구축하고자 정보기술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증설을 위한 대규모의 정보기술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보기술투

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에 자본시장통

합법의 발효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정보기술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기술

투자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NV1, INV2, INV3 등을 정보기술투자

의 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 t기의 정보기술투자와 t기의 기업성과는 서로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가치에 근거한 성과지표인

Tobin's Q를 이용한 Bharadwaj et al.(1999)과 강임호ㆍ송재경(1999)의 연구 결

과와 같이 정보기술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흐름을 같이

한다. 둘째, 정보기술투자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INV의 시차변수인

LINV1, LINV2, LINV3 등을 이용한 분석결과, 이들 정보기술투자 변수들이 기

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1기의 정보기

술투자의 효과가 t기에도 지속됨을 의미한다. 즉,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성과와 통제변수 간의 분석결과, SIZE(기업규모)는 유의한 정(+)의 값을 보

여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기업의 명성과 시장지배력과 연관되어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에게 유리

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OWN(대주주지분율)은 유의한 정(+)의 값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리인 이론과 관련하여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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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가 된다. 한편 INV3을 정보기술투자 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 LEV(재무

레버리지)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존재한다는 Modigliani and Miller(1963)의 주장,

Ross(1977)의 신호가설, Myers and Majluf(1984)의 자본조달순서이론을 부분적

으로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막대한 규모의 정보기술투자를 계

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정보기술투자의 중요성이 크

게 강조되고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

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대체로 증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측정되

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변수 측정

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현상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앞으로 표본을 확대하고 연구기간을 확장하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증권업 이외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정보기술투자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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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rformance of

Securities Companies in Korea

Shin,7)Yong-jae*

From intuitional viewpoint many researchers have been considering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serve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the profitability of firm. But the empirical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and firm performance

have reported mixed findings. In spite of that,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sses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in determining future performance of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rformance of securities companies in Korea. I use Tobin's

Q, a financial market-based measure of firm performance and investigates

the pur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on firm performance

after controlling for a variety of firm specific variables which may affect on

firm performance. This study find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with Tobin's Q. This result

implicat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contributes to a firm's

future performance potential.

Key Words :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Tobin's Q, Fi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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