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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보유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부동산의 보유비중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분석하였다. 코스피기업의 경우 투자부동산은 개략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용부동산은 개략적으로 감소하였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중의 투자부동산을 제외하고 코스피기업과 유사하였다. 평균차이분석을 이용하여 코스피기업과 코
스닥기업을 비교해보면, 금융위기 직전에는 코스피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 보다 투자와 업
무용 모두 낮았으나, 금융위기 중 구간에는 코스피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 보다 높아
졌으며, 금융위기 직후 구간과 최근 구간까지는 코스피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의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목적이며, 이 분석결과
를 토대로 경영성과와의 관련성 파악을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업무용부동산비중, 투자부동산비중, 금융위기, 코스피기업, 코스닥기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ve proportion of retention between real estate 
for business and investment real estate among the real estate held by corporations has been changed after and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s well as whether there has been any difference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in terms of their share of the real estate. The increasing pattern of real estate owned by 
KOSDAQ were similar to the KOSPI companies except for investment propertie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owned by KOSPI had been lower than that of KOSDAQ companies in both 
investment and business real estat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the Financial 
Crisis,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held by KOSPI firms was higher than that of KOSDAQ firms. 
Furthermore, the portion of investment of real estate owned by KOSPI has remained higher than that of 
KOSDAQ after the Financial Crisis period and the recent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ow the 
relevance of the change of portion between real estate for business and investment real estate affects 
management performance will be figured out in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 Financial Crises, Investment real estate, Real estate for business, KOSPI listed company, 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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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동산은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 및 자본과 함께 생산

의 필수요소이며 기업 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기

업부동산은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부동산의 매각이나 유

동화를통해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하여위기를극복하

는데활용할수있고, 또한활용도가낮은부동산의활용

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결국기업부동산은기업경영에밀접한관련성을가지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부동산에 대한 체

계적이고효율적인기업의관리가매우필요할것이다[1, 2].

그러나기업부동산이기업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큼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동산 보유정책이나 기업부동산

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적 위기상

황에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

여대응하고있는지를간접적으로파악해보기위하여금

융위기직전, 금융위기중, 금융위기직후, 및최근까지의

부동산보유비중의변화(특히업무용부동산과투자부동

산의 비중 변화)와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변화는코스피기업과코스닥기업간에차이가있는

가 여부도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보유부동산의 비중 변

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재무상태표에서자산은크게유동자산, 비유

동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비유동자산중영업활동에사용할목적으

로보유한부동산인유형자산(이하업무용부동산으로정

의함)과 그 외시세차익등의 목적으로보유한 부동산인

투자자산(이하 투자부동산으로 정의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은생산활동에의한순현재가치증대, 성장기회의

가치손실 방지, 신호효과, 영업외 투자이득, 담보능력 증

대, 대리인문제측면에서기업규모확대목적등으로부

동산을 보유한다[1].

이해영과 조명호[2]는 기업의 소유 및 투자 부동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소유부

동산중토지및건물의소유가기업의가치에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투자부동산은 기

업의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투자부동산을 통한 이

윤창출의 불확실성이 시장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

한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으로해석

하였다.

강원철[3]은 기업부동산과 기업가치간의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기업부동산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위험과수익률에영향을미치며, M&A 시장에서기업부

동산의활용에관한관심이증가하고있어기업부동산의

적극적인관리가필요함을제시하였으며, 김지수와최정

호[4]는 부동산의취득과처분이기업의가치(주가)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기업가치와기업부동산간의관련성에대한

연구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5],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국내 19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6] 등 연구가 있다.

특히 M&A시장에서 기업부동산의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동산보유비율과 공개매

수 가능성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7], 유형자산

보유비율과공개매수확률간의양의관련성을밝힌연구

[8],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영국의 1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율과

공개매수 가능성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9] 등

연구가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업부동산과 기업의 위험 및 수

익률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1992년부터 2000년까

지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포함한 9개국 18개

산업을대상으로분석하여국가에따라기업부동산보유

비율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밝힌 연구[10],

1993년 이후 5개년도(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의 미국 소매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부동산 보유비율이 초과수익률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위험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11],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율과 위험 및 초과수익률간의 관련성

을 분석한 연구[12] 등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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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은 일정 비용의 지출을 통해 최대한의 효용

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13]

있는바, 김민체 등[14]은 대리인문제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부동산보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지배구조

가 취약한 기업에서 기업부동산보유정책에 대리인문제

가 더 많이 관련됨을 밝히면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일수록부동산보유정책을정부나시장이좀더체계적으

로 관리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은 이상과 같은 다양한 관련성

이외에도 부동산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기업의 자

산구조가자본구조에도영향을미침[15]으로써기업에서

의 부동산 보유정책은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

정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기

업부동산에대하여기업이보유한부동산중업무용부동

산과 투자부동산의 보유비중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어

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금융위기와 기업의 투자부동산 보유
간의 관련성 분석
본 연구는 금융위기와 기업의 투자부동산 보유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업무용

부동산과투자부동산은모두장부가액을사용하였다. 이

때 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 상의 유형자

산 중 토지, 건설중인 자산,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의

총액으로 측정하였으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재무

상태표 상의 투자자산 중 토지, 건설중인 자산,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의총액으로측정하였다. 이들업무용부

동산과 투자부동산 모두 총액의 개념은 각 자산에서 감

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국고보조금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측정하였다. 그리고분석에사용한업무용부동

산비중과 투자부동산비중은 각각 업무용부동산 순액과

투자부동산 순액을자산총액으로나눈값을사용하였다.

연구표본은 2004년부터 2015년1)까지 한국거래소의

1) 본 분석은 2016년까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2015년까지의 
분석결과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각 구간(3년)별 명확한 
차이비교를 위해 2015년까지 분석한 자료만 제시함.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①제조업, ②12월 31일 결산법인, ③TS 2000에서 관련

재무자료를입수할수있는기업으로한정하여선정하였

다. 그 결과연구대상기업은코스피기업 8,145개기업연

도, 코스닥기업 15,987개 기업연도 중 재무자료를 얻을

수 없는 연도가 포함된 기업을 모두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코스피 2,506개, 코스닥 3,848개, 총 6,354개의 기업연

도가 본 연구의 최종표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연도 구간은 본 연구의 목적이 금융위기기간 직

전과직후그리고최근에기업이보유한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금융위기 기간

이 3년임을감안하여금융위기직전(2004～2006년), 금융

위기 중(2007～2009년), 금융위기 직후(2010～2012년),

그리고 최근(2013～2015년)으로각구간을동일하게 3년

씩 구분하였다.

먼저코스피기업의각구간별투자부동산비중과업무

용부동산비중에대한기술통계량은다음과같다. 개략적

으로 볼 때 투자부동산의 경우 연도가 지날수록 평균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무용부동산의 경우는

연도가지날수록평균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

어 기업들이 업무용부동산을 줄이고 투자부동산을 늘리

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러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인

가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2).

① ② ③ ④ ⑤

ⓐ

㉠ 588 .002198497867 .0178873770991
㉡ 627 .002828593868 .0222443249188
㉢ 655 .073186374800 .1483479853538
㉣ 636 .107616120178 .2164982006982
㉤ 2506 .047664474473 .1410568672423

ⓑ

㉠ 588 .683947084906 .4203871536086
㉡ 627 .675645661550 .4336109354730
㉢ 655 .614872143913 .4325846447921
㉣ 636 .605179970102 .4306833171554
㉤ 2506 .643825391446 .4307007145747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period ③samples ④average ⑤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before Financial Crisis(2004～2006년) ㉡
during Financial Crisis(2007～2009년) ㉢after Financial Crisis(201
0～2012년) ㉣recent period(2013～2015년) ㉤total period(2004～2015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KOSPI)

2) 기업의 보유(투자, 업무용) 부동산비중은 총자산에 대한 비
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보유부동산은 총자산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상세한 소수점 이하의 단위를 사
용하였으며 이는 이하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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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각구간별보유부동산비중의통계적차이

를분석하였다. 분산분석결과투자부동산과업무용부동

산 모두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차이

를보였다. 따라서좀더구체적인분석을위한사후검정

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분산의 동질성 검

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투자부동산의 경우 분산이 동질

적이라 할 수 없어 다중비교에서 Dunnett T3를 적용한

차이비교를하였고, 업무용부동산의경우는분산이동질

적이므로 Scheffe를 적용하였다.

①
② ③

㉠ ㉡ ㉢ ㉣

ⓐ 222.661 .000 96.906 .000

ⓑ .115 .952 5.565 .001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homogeneity test of variance ③
ANOVA statistics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Levene statistics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Table 2> Results of ANOVA (KOSPI)

투자부동산의 경우 <Table 1>를 볼 때 각 구간별로

개략적으로는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좀더구체적으

로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 직전 구간에서 금융위기 중으

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었으며 금융위기

중 구간에서 금융위기 직후 구간으로와 금융위기 직후

구간에서 최근 구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 즉코스피기업의경우투자부동산은전반적으로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에 접어들면서는 의미 있게

증가되지는 않았음을 보인다.

업무용부동산은 각 구간별로 개략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금융위

기직전구간에서금융위기중구간으로, 금융위기중구

간에서 금융위기 직후 구간으로, 금융위기 직후 구간에

서최근으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감소는아니었다.

그러나바로다음구간이아닌한구간을건너뛴구간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결국 업무

용부동산은서서히감소하여차차기구간에는확연한감

소를 보일 정도로 감소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Investment real estate(Dunnett T3)
Ⓐ ① ②

㉠

㉡ -.0006300960004 .995
㉢ -.0709878769327 .000

㉣ -.1054176223108 .000

㉡
㉢ -.0703577809322 .000
㉣ -.1047875263104 .000

㉢ ㉣ -.0344297453781 .005
Real estate for business(Scheffe)

Ⓐ ① ②

㉠

㉡ .0083014233562 .990
㉢ .0690749409935 .046

㉣ .0787671148049 .017

㉡
㉢ .0607735176373 .093
㉣ .0704656914487 .037

㉢ ㉣ .0096921738114 .983
Ⓐperiod ①average differences ②probability of significance ㉠
period(2004～2006년) ㉡period(2007～2009년) ㉢period(2010～
2012년) ㉣period(2013～2015년)

<Table 3> Multiple Comparison (KOSPI)

다음으로 코스닥기업의 각 구간별 투자부동산비중과

업무용부동산비중에대한기술통계량은다음과같다. 개

략적으로 볼 때 투자부동산은 금융위기 중 구간을 제외

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업무용부동산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감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가여부는추가적분석을통해파악해보기로한다.

① ② ③ ④ ⑤

ⓐ

㉠ 1029 .105299055577 .2523322117871
㉡ 875 .002655100918 .0208479023341
㉢ 944 .044404074553 .1244708066281
㉣ 1000 .078049795764 .1944799414529
㉤ 3848 .059938457285 .1793708599330

ⓑ

㉠ 1029 .751762806272 .5262042008112
㉡ 875 .620129873030 .4139299904542
㉢ 944 .600519878503 .3918364519336
㉣ 1000 .584026864983 .3972835678974
㉤ 3848 .641137005417 .4429067075805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period ③samples ④average ⑤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before Financial Crisis(2004～2006년) ㉡
during Financial Crisis(2007～2009년) ㉢after Financial Crisis(201
0～2012년) ㉣recent period(2013～2015년) ㉤total period(2004～2015년)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KOSDAQ)

각구간별보유부동산비중의통계적차이를분석하기

위해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모두유의미한차이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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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좀더구체적인분석을위한사후검정을실

시하였고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하였으며그결과투자부동산과업무용부동산모두분산

이 동질적이라 할 수 없어 다중비교에서 Dunnett T3를

적용한 차이비교를 하였다.

①
② ③

㉠ ㉡ ㉢ ㉣

ⓐ 166.180 .000 60.088 .000

ⓑ 43.972 .000 30.949 .000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homogeneity test of variance ③
ANOVA statistics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Levene statistics ㉡
probability of significance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Table 5> Results of ANOVA (KOSDAQ)

투자부동산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전구간에서금융위기중구간으로는통계적으로유의

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중 구간에서 금융위기

직후구간으로와금융위기직후구간에서최근구간에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였다. 즉코스닥기업의경

우금융위기가발생하자기업이보유한투자부동산을감

축하여 현금흐름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으며 금융위기를 벗어나자 다시 투자부동산을 증대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nvestment real estate(Dunnett T3)
Ⓐ ① ②

㉠
㉡ .1026439546595 .000
㉢ .0608949810243 .000
㉣ .0272492598133 .038

㉡
㉢ -.0417489736353 .000
㉣ -.0753946948463 .000

㉢ ㉣ -.0336457212110 .000
Real estate for business(Dunnett T3)

Ⓐ ① ②

㉠
㉡ .1316329332424 .000
㉢ .1512429277689 .000
㉣ .1677359412891 .000

㉡
㉢ .0196099945265 .883
㉣ .0361030080467 .288

㉢ ㉣ .0164930135202 .929
Ⓐperiod ①average difference ②probability of significance ㉠
period(2004～2006년) ㉡period(2007～2009년) ㉢period(2010～
2012년) ㉣period(2013～2015년)

<Table 6> Multiple Comparison (KOSDAQ)

업무용부동산의경우는금융위기직전구간에서금융

위기 중 구간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

업무용부동산도 감축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었

으며 금융위기 중 구간에서 금융위기 직후 구간으로와

금융위기직후구간에서최근구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

하지는 않으나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코스닥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구간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투자부동산과 업무용부동산 모두 감소하였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업무용부동산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투자부

동산은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는각구간별(금융위기직전, 금융위기중, 금

융위기 직후, 최근)로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간의 보

유부동산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투자부동산과 업

무용부동산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금융위기직전구간에서는코스닥기업이코스피

기업에 비해 투자부동산비중과 업무용부동산비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 588 .002198497867 .0178873770991
㉡ 1029 .105299055577 .2523322117871

ⓑ
㉠ 588 .683947084906 .4203871536086
㉡ 1029 .751762806272 .5262042008112

⑴ ⑵
Ⓐ Ⓑ Ⓒ Ⓓ Ⓔ

ⓐ
⒜ 1615 .000 -.1031005577099
⒝ 275.602 .000 1046.018 .000 -.1031005577099

ⓑ
⒜ 1615 .008 -.0678157213656
⒝ 40.205 .000 1446.527 .005 -.0678157213656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markets ③samples ④average ⑤
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KOSPI ㉡KOSDAQ ⑴
homogeneity test(Levene) ⑵T test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degree of freedom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average differences ⒜equally distributed ⒝not equally distributed

<Table 7> Comparisons of Real Estate Proportion 
           (KOSPI vs KOSDAQ, 2004∼2006)

그러나금융위기중구간에서는투자부동산비중은코

스닥기업과 코스피기업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업무용부동산은 코스닥기업이 코스피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금융위기에접어들면서코스닥기업은코스피기

업에비해보유부동산비중을더많이감축함으로써금융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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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
㉠ 627 .002828593868 .0222443249188
㉡ 875 .002655100918 .0208479023341

ⓑ
㉠ 627 .675645661550 .4336109354730
㉡ 875 .620129873030 .4139299904542

⑴ ⑵
Ⓐ Ⓑ Ⓒ Ⓓ Ⓔ

ⓐ
⒜ .029 .866 1500 .877 .0001734929501
⒝ 　 　 1294.672 .878 .0001734929501

ⓑ
⒜ 2.635 .105 1500 .012 .0555157885205
⒝ 　 　 1310.303 .013 .0555157885205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markets ③samples ④average ⑤
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KOSPI ㉡KOSDAQ ⑴
homogeneity test(Levene) ⑵T test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degree of freedom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average differences ⒜equally distributed ⒝not equally distributed

<Table 8> Comparisons of Real Estate Proportion 
           (KOSPI vs KOSDAQ, 2007∼2009년)

한편 금융위기 직후 구간에서는 업무용부동산비중은

코스닥기업과 코스피기업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투자부동산비중은 코스피기업이 코

스닥기업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비중을보이

고 있다. 즉 금융위기가 끝난 직후에는 코스피기업은 코

스닥기업에 비해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 655 .073186374800 .1483479853538
㉡ 944 .044404074553 .1244708066281

ⓑ
㉠ 655 .614872143913 .4325846447921
㉡ 944 .600519878503 .3918364519336

⑴ ⑵
Ⓐ Ⓑ Ⓒ Ⓓ Ⓔ

ⓐ
⒜ 1597 .000 .0287823002470
⒝ 21.843 .000 1243.239 .000 .0287823002470

ⓑ
⒜ 1597 .490 .0143522654098
⒝ 4.045 .044 1315.018 .498 .0143522654098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markets ③samples ④average ⑤
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KOSPI ㉡KOSDAQ ⑴
homogeneity test(Levene) ⑵T test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degree of freedom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average differences ⒜equally distributed ⒝not equally distributed

<Table 9> Comparisons of Real Estate Proportion 
(KOSPI vs KOSDAQ, 2010∼2012년)

마지막으로 최근 구간에서도 코스피기업의 투자부동

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 보다 높은 현상

이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과 업무용부동산 모두

금융위기 직후 구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 636 .107616120178 .2164982006982
㉡ 1000 .078049795764 .1944799414529

ⓑ
㉠ 636 .605179970102 .4306833171554
㉡ 1000 .584026864983 .3972835678974

항목
⑴ ⑵

Ⓐ Ⓑ Ⓒ Ⓓ Ⓔ

ⓐ
⒜ 1634 .004 .0295663244141
⒝ 5.660 .017 1245.511 .005 .0295663244141

ⓑ
⒜ 1.603 .206 1634 .310 .0211531051186
⒝ 　 　 1271.559 .319 .0211531051186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②markets ③samples ④average ⑤
standard deviation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KOSPI ㉡KOSDAQ ⑴
homogeneity test(Levene) ⑵T test ⒶF values Ⓑprobability of
significance Ⓒdegree of freedom Ⓓprobability of significance Ⓔ
average differences ⒜equally distributed ⒝not equally distributed

<Table 10> Comparisons of Real Estate Proportion 
(KOSPI vs KOSDAQ, 2013∼2015년)

이상의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다음 <Table 11>와 같

다. 즉금융위기직전에는코스피기업의보유부동산비중

이코스닥기업의보유부동산비중보다투자와업무용모

두 낮았으나, 금융위기 중 구간에는 코스피기업의 업무

용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 보다

높아졌으며, 금융위기 직후 구간과 최근 구간까지는 코

스피기업의투자부동산비중이코스닥기업의투자부동산

비중보다높게유지되고있어코스피기업이코스닥기업

에 비해 업무용부동산 보다 투자부동산에 더 많은 투자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스닥기업에 비해 자

금여력이높은코스피기업이부동산투자에더많은관심

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Table 11> Summary (KOSPI vs KOSDAQ)3)
① Ⓐ Ⓑ Ⓒ Ⓓ

ⓐ ㉠<㉡ - ㉠>㉡ ㉠>㉡

ⓑ ㉠<㉡ ㉠>㉡ - -

①proportion of real estate ⓐproportion of investment real estate
ⓑproportion of real estate for business Ⓐbefore Financial
Crisis(2004～2006년) Ⓑduring Financial Crisis(2007～2009년) Ⓒ
after Financial Crisis(2010～2012년) Ⓓrecent period(2013～2015
년) ㉠KOSPI ㉡KOSDAQ

3) 유의확률 0.05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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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투자부동산과 업

무용부동산의보유비중이 금융위기직전과금융위기중,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각 구간별로 코스피기업과 코

스닥기업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분

석하였다.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코스피기업의 경우 투자부동산은 개략적으

로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업무용부동산은 개략적으로 감

소하는추세를나타냈다. 코스닥기업은금융위기구간으

로접어들때투자부동산과업무용부동산을감축하고금

융위기 직후 투자부동산을 증가시켜 코스피기업과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닥기업은 코스피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기업이므로위기시가용할

자산이 적어 투자부동산을 감축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코스피기업과코스닥기업을각구간별로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직전에는 투자부동산과 업무용부동산 모

두 코스피기업이 코스닥기업보다 그 비중이 낮았으나,

금융위기 중에는 업무용부동산이 금융위기 직후와 최근

에는 투자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보다 코스피기업이

더높아코스피기업이코스닥기업에비해부동산의보유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동

산의 가격상승현상을 코스피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이러한 부동산 보유정책

에 대한 심층적 의도는 추가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기업이적절하게대응하기위한경영의사결정에기초

적참고자료가될것이다. 또한본자료를토대로이러한

보유부동산비중이기업의가치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 주제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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