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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
과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이자비용과 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미환류 소득세제 도입 취지인 사내 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은 그 재원으로 물적 및 인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융합 차원에서의 GBM 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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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ion internal reservation on R&D 
investment. It is to find how much effect the reflux tax has achie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education training expense was taken as a moderating variable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Furthermore, the study looked through the effect once again by using GMB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counted by regression analysi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ffect of both moderation and interven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the variable of interest cost and welfare & benefit cost in model 1, 2 and 3 had a 
meaningful impact at the level of 99%. On the other hand, the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failed to 
show any significant result in all types of models. Even in GBM model of convergence level applied to 
additional analysis, similar results ca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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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

의사내유보금에법인세를과세하면기업이유보금을줄

일 것이고 이는 곧 배당을 늘리거나 개인들에게 성과급

을지급하는등사외유출되어경기활성화에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통해기업의소득을투자, 임금및배당등

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

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기업 내부에 유보자금으

로남아있는소득에대해서는추가적인과세를함으로써

기업소득의무분별한유보를막고기업소득을가계로순

환할수있는구조를만들고자함에있다[1]. 무엇보다과

거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통

한과세의불평등성을해결하기위해고안된것이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증대와

고용확대등경기활성화에목적을두고있다. 이는우리

나라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대규모 사내 유보금이 순환되지 못함에 따라 자

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경기순

환의둔화를가져와장기적인경기침체를유발하기때문

이다.

따라서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취

지는기업의소득을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으로활용

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소득이가계로흘러들어가도록

하여소비여력을확충시켜내수를진작시키고자하는목

적에서 도입된 제도로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

업연도분부터 2017년 12월31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까

지 3년간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 적

용되는 기업 미환류 소득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

한 의도에 맞게 경기 부양에 공헌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본논문은정부의세제도입취지에맞게법인의전기

사내유보가당기연구개발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

보고 여기에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정부가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한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가 GBM(Gradient Boosting

Machine) 모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효과를 한

번더검증해보고자하였다. 특히기업미환류소득세제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소득을 설비투자, 연구개발

비투자, 인적자원투자, 배당등으로지출의사결정을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투자기회와 성장가능성에 따라 현재

기업미환류소득세제의기본방향인투자, 임금, 배당증

대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해 보고

올바른 방향성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과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내유보금 과세의 찬성

입장으로는 2013년 6월기준국내 10대그룹 82개상장사

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의 331조원보다

43.9%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저축성 예금 증가

율은 16.9%에서 5.5%로감소하였다[2]. 반면 사내유보금

과세의 반대 입장을 보면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하여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이고, 2012년 말 기준 30대 기

업의 사내유보금은 443조 4천억이지만 현금성자산은 67

조 5천억수준으로 15.2%에불과하므로이에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았다.

권봉상 외(1999)는 분산분석을 통해 적정유보초과소

득과세를 많이 납부한 기업과 가장 적게 납부한 기업집

단의부채규모는큰반면에중간그룹의부채규모는상대

적으로 적었고 기업의 규모와 지분구조 변수를 교호 작

용시켜분석하였으나아무런효과가없었다[3]. 홍영도

김갑순(2015)은 배당성향을 늘여온 기업은 사건기간 동

안누적비정상수익률의증가가미미한반면, 기업소득환

류세제 대상기업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들이 환류세 부담

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릴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

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4]. 문예영 임영제(2016)는 기

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기업은 과세되지 않는 기업

들에비해소유경영자비율이높은것으로관찰되었고소

유경영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규

모변경등의기업의전략을신속하게결정할수있기때

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이나 정책목표의 달성

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5]. 고윤성

박선영(2016)은 현재의미환류소득세제를통한투자

임금 배당증가의 3가지추진방향중에서배당의증가

유도 보다는 자본투자 및 신규고용을 포함한 인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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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가 미환류 소득세제의 취지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미환류소득세제가향후나아가야할개선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6]. 김진수 이미숙

(2011)은 교육훈련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대

표적인 변수인 기업규모와 연구개발비를 조절변수로 반

영하여 교육훈련비와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으로부터 습득된 지식의 전

이범위가 증가하며,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범위가 넓어진다. 더욱이 중 · 소기업에 비해 대기업

이 투자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훈련

의 실시가 가능하고 따라서 연구개발 집약도가 낮은 기

업일수록 교육훈련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이다[7]. 조은영 윤두열(2016)은 코스피 상장기업의경

우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의 지출규모가 증가할수록

Tobin’s Q에미치는반응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

을 나타내어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복리

후생비는지출규모가증가할수록 Tobin’s Q에미치는반

응도가 증가했지만, 교육훈련비의 지출은 Tobin’s Q에

유의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다[8]. 특히김종희(2007)는

기업의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의 지출 차이를 인적자

본비용이라정의하여이를BSC의개념에따라평가하였다.

Bublitz Ettredge(1989)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광고비 지출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투자자들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양의

반응을 보였고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는 음의 반응을 보

였다[9]. Shevlin (1991)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주

가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무

엇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에 더욱 더 긍

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으로 보여주었다

[10]. Lev Sougiannis(1996)는 연구개발투자에대해투

자자들이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추후에는

점차호의적인반응을보이면서주식의수익률이상승하

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결국 이는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11].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환류소득세제가 과연 그 도입

의도에맞게기업의전기유보금을당기투자지출의일

부에해당하는연구개발비에사용하였는지그효과를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본논문에서추가분석으로실시한 GBM모델은

회귀분석을위한기계학습알고리즘으로약한예측모형

들의 앙상블 형태로 강한 예측 모형을 생성하는데 이를

통해 변수들 간의 중요도도 파악할 수 있다[12].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 연구가설
본연구에서는정부의세제도입취지에맞춰사내유

보금과세를추진하면기업은사내유보금을줄일것이고

그결과사외유출이늘어나게되고이는곧기업의물적

투자로 연결되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특히설비및연구개발투자에긍정

적인영향을미칠 것이다[13]. 추가로 이는곧기업의인

적투자로 연결되어 기업의 급여 및 교육훈련비, 복리후

생비계정에도좋은영향으로작용할것이다[14]. 따라서

연구모형의 기본 가정으로 전기사내유보율은 당기 개발

비및경상개발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고추후교

육훈련비의 영향으로 더욱 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규

모가 클수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및 재무 전략을

수립하므로 장기적인 사내유보금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

해 투자를 증가시킨다 해도 토지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

적투자가증가한다면기업경기의활성화에부정적인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한 교육훈련

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교육훈련 활동과 기업성과

와의관계에대해긍정과부정등혼재된결과를보여주

고 있다[1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조세

도입취지에맞게기업의전기유보금을많이보유한기

업이 과연 당기 연구개발 투자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법인의전기사내유보금이증가할수록당기연구개발

투자액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인적 투자

도필요하다. 이런점에서정부의조세도입취지도물적

투자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 투자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비 변수를 추가하여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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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선정
3.2.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기업자료는 KIS-VALUE또는 DART에서얻었

다. 또한 12월 31일 결산법인인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

상으로 최근 5년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금융업과 같은 특수 업종 법

인을 제외하였고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중소기업 제

외)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도 재무제표 자료를 이

용하였다.

3.2.2 모형의 분석대상 기업 수
<Table 1>에서는 모형 적용 시 분석대상 기업 수를

나타낸다. <Table 1>에서보듯이모형적용에사용된기

업 수는 KOSPI 시장에서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 중

중소기업 및 결손기업, 데이터 부재 등을 제외하고 총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SORTATION
(YEAR : 2014~2015)

THE NUMBER OF ANALYSIS
TARGET CORPORATE

KOSPI LISTING 923
THE CORPORATE LESS
THAN KRW 50 BILLION IN

EQUITY CAPITAL
(-) 318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 56

REFLUX TAX
TARGET CORPORATE

549

DATA ABSENCE, NEGATIVE
RETAINED EARNINGS etc.

(-) 129

THE NUMBER OF ANALYSIS
TARGET CORPORATE

420

<Table 1> The Number of Analysis Target Corporate

3.2.3 변수 및 부호의 정의
가.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기업은연구개발과관련된활동에투자함으로써기술

혁신을통한신기술, 신제품의개발, 품질향상및생산성

증가를가져올수있고미래의성장성및수익성을지속

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데,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RND)

변수는 연구비와 경상연구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의 합계

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1)

1)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혁신 추구와 경영자의 위험 추구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alkin,
Markman, and Gomez-Mejia, 2000 ; Hoskisson, Hitt, and
Hill, 1993)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통제변수를 산정함에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한변수를중심으로선정하였으며정부가예상하는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총투자율 변수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가) 유보율(RES, reserve ratio) 변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서 구

한다. 특히 이 비율은 기업의 설비확장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위해어느정도사내유보가되어있는가를나

타내는지표이다. 또한납입자본금이란주식회사가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

료된 자금으로 회계기간 중 증자나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으로 납입자

본금을 계산하였다.

나) 매출액대비이자비용(INT) 변수는 이자비용을 매

출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다) 기업업력(AGE) 변수는 분석연도에서설립연도를

차감하여 나온 값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구한다. 특히

기업업력은 다년간의 경영활동을 통한 학습능력을 바탕

으로 기업업력이 긴 기업이 짧은 기업에 비해 수익창출

능력이높아다수의연구에서통제변수로사용하고있다.

라) 기업규모(VOL) 변수는 기말자산총계의자연로그

값으로 구한다. 무엇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에 대

한이해관계자가많아지고기업정보도증가하므로투자

자들이 모든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투자하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

마) 대주주지분율(MSE) 변수는 보통주소유주식수를

보통주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DART에 나타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실질소유경영자 지분율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 합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주주지

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행태를 감시하는데 효과적이

며그에따라대리인비용이감소하므로기업가치및기

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바) 총투자율(GIR) 변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총

액, 급여,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합계를 기초 총자산으

2) 일반적으로 높은 지분율을 가진 경영자 및 대주주는 충분한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경우에는해당기업의가치는떨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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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서 구한다[16].

사) 부채비율(LEV) 변수는총부채를총자본으로나누

어서구한다[17,18]. 특히부채비율이높다는것은기업의

자금여력이증가하여투자활성화를기대할수있는장

점이 있는 반면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배당이 감소하

게 되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가지고 있다.

아) 복리후생비(WEL) 변수는복리후생비를매출액으

로나누어서구한다. 여기에서복리후생비란기업구성원

에게지급되는임금등의보수를제외하고기업구성원의

복지와 후생 등 부가급부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하

는것으로근로환경의개선및근로의욕의향상등을위

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조절변수

교육훈련비(EDU) 변수는 교육훈련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19]. 이렇게 추가된 교육훈련비 변수가

유보율변수의영향력을변화시키므로, 조절변수는개발

비및경상개발비변수에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

된다.

4) 상호작용변수

상호작용(REC) 변수는 유보율(RES)과 교육훈련비

(EDU)를곱하여구하고, 다중공선성의문제를해결하기

위해 Mean Centering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나. 부호의 정의

<Table 2>는모형에서사용된부호에대한정의를나

타낸다.

CODE DEFINITION
RES reserve ratio
RND research & development cost
EDU education & training cost
INT interest expense
AGE corporate age
VOL corporate scale
MSE major shareholder ratio
GIR gross investment ratio
LEV debt to equity ratio
WEL welfare benefits
i corporate
t year
ε error

<Table 2> The Definition of Code

3.3 연구모형
본논문에서는정부가의도한대로기업의유보금액이

투자로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기업소득환류세

제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을함에있어서연구개발비변수를사용하여물

적 투자의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기업의 인적 투자에

해당하는교육훈련비변수를추가하여시너지효과가발

생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모형1은 일반적인 회귀모형 식3)을 이용하여 연

구가설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즉, 전기유보율이 당기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유의

한영향이있는지분석해보고이를통해기업들이유보

금을 투자 재원으로 사용했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모형1]

RNDit = β0 + β1*RESit-1 + β2*INTit + β3*AGEit

+ β4*VOLit + β5*MSEit + β6*GIRit + β7*LEVit +

β8*WELit + εit

모형2는 모형1에 조절변수(EDUit)를 추가하여교육훈

련비가 당기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유의한 영향이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보금을 인

적및물적투자로사용하고있는지확인해보고자한다.

[모형2]

RNDit = β0 + β1*RESit-1 + β2*INTit + β3*AGEit

+ β4*VOLit + β5*MSEit + β6*GIRit + β7*LEVit +

β8*WELit + β9*EDUit +εit

모형3은 모형2에 상호작용변수(RESit-1*EDUit)를 추

가하여교육훈련비의조절효과및매개효과가있는지그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세제 도입

취지가 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유도하는데 있으

므로조절및매개효과검증을통해변수들간의시너지

효과도 살펴 볼 수 있다.

[모형3]

RNDit = β0 + β1*RESit-1 + β2*INTit + β3*AGEit

+ β4*VOLit + β5*MSEit + β6*GIRit + β7*LEVit +

β8*WELit + β9*EDUit + β10*(RESit-1*EDUit) + εit

3) 일반적인 회귀모형식의의미는머신러닝으로 분석한 회귀모
형식과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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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형2-1은 모형2를 GBM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

한다. 특히 추가모형분석에서는 GBM을 이용한 회귀분

석 결과 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자한다. 특히 GBM은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통해 변수간의 중요도도 파악할

수 있다.

[추가모형2-1]

RNDit = β0 + β1*RESit-1 + β2*INTit + β3*AGEit

+ β4*VOLit + β5*MSEit + β6*GIRit + β7*LEVit +

β8*WELit + β9*EDUit +εit

4.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N MIN MAX MEAN SD VAR
RND 420 .0000 5.641 .05047 .3204 .103
RES 420 .0063 2.986 .93505 .3197 .102
INT 420 .0000 8.266 .10104 .5204 .271
AGE 420 5.978 10.49 9.3564 .7739 .599
VOL 420 25.32 32.76 27.399 1.400 1.961
MSE 420 .0561 1.000 .30085 .1534 .024
GIR 420 .0007 1.472 .32253 .1945 .038
LEV 420 .0016 9.037 .86938 .8762 .768
WEL 420 .0000 .0910 .00802 .0109 .000
EDU 420 .0000 .0287 .00076 .0023 .000
REC 420 -.002 .0087 .00007 .0005 .000
valid N 42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종속변수인개발비및경상개발비의평균과표준편차

는 각각 0.05와 0.32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유보율의

평균과표준편차는각각 0.94와 0.32로 나타났다. 특히개

발비및경상개발비변수와매출액대비이자비용변수및

복리후생비 변수의 최솟값이 거의 영으로 나타난 점은

일부기업들이물적및인적투자에자금을거의지출하

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인 교육훈련비와 상

호작용변수의분산정도는거의 0으로계산되었는데이

는 자료들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반면기업규모의표준편차는다른독립변수들보다

가장높은것으로계산되었고최솟값과최댓값의차이는

부채비율변수가가장컸는데이를통해자료들간의오

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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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1
***

-.
0
3
9

-.
0
7
5

-.
0
9
3
*

L
E
V

-.
1
7
7
***

-.
0
8
9
*

.
0
0
1

W
E
L

.
3
9
2
***

.
1
4
2
***

E
D
U

.
3
8
5
***

R
E
C

* 90%, ** 95%, *** 99%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Table 4> Pearson Correlation

부스팅을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기법인 G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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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분석결과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 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가장중요한변수로이자비용이꼽히는데이자비용

의평균과표준편차는각각 0.10과 0.52로 나타났다. 또한

유보율변수는이자비용보다현저히중요도가낮게분석

되었는데이의평균과표준편차는각각 0.94과 0.32로 계

산되었다.

<Table 4>에서는변수들의상관관계분석결과를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기위한방법으로하나의변수가다른변수와어느정

도관련성을가지고변화하는지를관찰하는데이용된다.

분석 결과, 개발비 및경상개발비는이자비용, 복리후

생비, 대주주지분율, 교육훈련비변수와는정의상관관계

를 나타내었고, 총투자율, 부채비율, 기업업력, 상호작용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는이자비용과 0.807로써강한정의상관관계

를 보여주었고,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고려하여 설정

한 변수인 총투자율과는 0.157로써 다소 약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들이 물적 투자를 인적 투

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업에 있

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

가치증대에기여할수도있고해당기업의회계적성과

에대한긍정적인자본시장의평가도받을수있을것으

로 생각된다.

전기 유보율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상호작용 변

수와는정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고, 총투자율, 부채비율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전기

유보율 변수와 당기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 변수간의 상

관관계가 0.008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가 거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보율은 기업의 자금계획과 설비확장 및 재무

구조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사내유보가 필요한지 측

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을 줄

이기 위한 투자 증가가 토지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사용되면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전략에 있

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총투자율은 부채비율4) 변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4) Smith and Warner(1979)는 사적부채가배당금지급이나추
가적인 부채발행에 대해서는 공적부채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무적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
다.

타내었고, 상호작용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비와 상호작용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385로 정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는데이는

유보율과 교육훈련비 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부채비율과 교육훈련비 변수 간

에는 0.089로써 거의 무상관에 가깝게 분석되었는데 이

는 기업들이 재무구조와 인적 투자를 연계하여 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20].

4.2 회귀분석
<Table 5>는 R제곱 변화량 및 Durbin-Watson값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DEL SUMMARYd

MO
DEL

R R²
adj_
R²

est_
SE

S_C
Durbin
-Wats
on

R²
_C

F
_C

D
F
1

D
F
2

SP
F
_C

1 .816a

.
6
6
6

.
6
5
9

.
1
8
7

.
6
6
6

102
.
339

8
4
1
1

.
0
0
0

　

2 .816b

.
6
6
7

.
6
5
9

.
1
8
7

.
0
0
1

1
.
0
8
5

1
4
1
0

.
2
9
8

　

3 .820c

.
6
7
2

.
6
6
4

.
1
8
5
6

.
0
0
6

7
.
0
7
5

1
4
0
9

.
0
0
8

1
.
7
0
0

a. 예측자: (상수), WEL, MSE, GIR, VOL, AGE, RES, LEV, INT
b. 예측자: (상수), WEL, MSE, GIR, VOL, AGE, RES, LEV, INT, EDU
c. 예측자: (상수), WEL, MSE, GIR, VOL, AGE, RES, LEV, INT, EDU,

REC
d. 종속변수: RND

<Table 5> R² & Durbin-Watson 

모형1에서 R 값은 0.816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R 제곱 값은 0.666으로 회귀선

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력이 66.6%임을 의미한다.

R제곱변화량이 0.666에서시작하여교육훈련비변수

의 추가 및 상호작용 변수의 추가로 점차 0.001, 0.006으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교육훈련비의조절효과는정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훈련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의 체

계적획득과개발을의미하는것으로무형자산인인적자

산의형태로기업에축적되고이렇게축적된인적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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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및 수익성 증대와 함께 기업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Durbin-Watson값이 거의 2에 가까우므로 회귀

식의모형이상당히독립적임을알수있다. 또한모형 3

의 수정된 R제곱값이 0.664로 가장큰데 이는조절변수

및 상호작용 변수의 추가로 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많

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Table 6>은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ODEL SS DF MS F SP

1
R 28.643 8 3.580 102.339 .000
r 14.379 411 0.035 　 　
T 43.023 419 　 　

2
R 28.681 9 3.187 91.107 .000
r 14.341 410 0.035 　 　
T 43.023 419 　 　

3
R 28.925 10 2.893 83.919 .000
r 14.097 409 0.034 　 　
T 43.023 419 　 　

<Table 6> ANOVA

F값및유의확률계산결과유의확률 P값이 0.05 미만

인 0.000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가 연구모델에 적합한 회귀선을 구성

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고모든회귀계수의값이영이

아닌사실을알수있다. 또한이를통해모형1, 모형2, 모

형3으로 변수가 추가될수록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상승

함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 분석 결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던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금이 증가할수록 당기 연구개발 투자액도 증가

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기업의 자본예산

및 재무 정책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당

장 정부가 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여 바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기업

은 물적 투자가 아니라 임금이나 배당의 형태로 지출을

늘릴경우유보금에대한과세를피할수있으므로지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모형2와 모형3에서의 유보율 베타 값이 0.044에

서 0.032로 감소함으로써 교육훈련비의 매개 작용도 유

의미함을 알 수 있다.5)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이자비용과복리후생비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

면전기유보율은모든모형에서유의미하지않은결과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

비에대한지출은기업의생산성및수익성그리고성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자비용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추후 살펴볼 GBM

모형분석결과에서도비슷한의미를보여주었는데이자

비용이 높은 기업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모형2 및 모형3에서 교육훈련비 변수의 추가 결과 모

형 2에서는 교육훈련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주었고이는기업들이유보금을인적및물적투자로거

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그러나전기유보율이모든모형에서유의미하지않은결과로
나타나 교육훈련비의 매개 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MODEL
NON SC SC

t VIF
B SE ß

1

(c) -.140 .228 　 -.612 　
RES -.043 .031 -.043 -1.412 1.156
INT .462 .021 .750 22.373*** 1.381
AGE -.013 .012 -.031 -1.037 1.089
VOL .009 .007 .040 1.347 1.104
MSE .079 .064 .038 1.245 1.146
GIR .027 .051 .016 .526 1.163
LEV -.010 .011 -.026 -.852 1.167
WEL 3.317 .958 .113 3.462*** 1.312

2

(c) -.136 .228 　 -.595 　
RES -.044 .031 -.044 -1.446 1.157
INT .462 .021 .750 22.365*** 1.382
AGE -.012 .012 -.029 -.962 1.094
VOL .009 .007 .038 1.268 1.110
MSE .084 .064 .040 1.321 1.153
GIR .030 .051 .018 .585 1.167

<Table 7> Regression Analysis Model Summary

LEV -.009 .011 -.026 -.840 1.167
WEL 2.952 1.020 .101 2.893*** 1.488
EDU 4.456 4.278 .033 1.042 1.209

3

(c) -.204 .228 　 -.892 　
RES -.032 .031 -.032 -1.046 1.183
INT .450 .021 .731 21.528*** 1.440
AGE -.009 .012 -.022 -.733 1.102
VOL .010 .007 .043 1.443 1.114
MSE .084 .063 .040 1.323 1.153
GIR .017 .051 .010 .328 1.178
LEV -.007 .011 -.020 -.660 1.172
WEL 3.181 1.016 .108 3.130*** 1.499
EDU 8.865 4.559 .065 1.945* 1.393
REC -46.736 17.570 -.085 -2.660*** 1.287

* 90%, ** 95%, *** 99%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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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에서는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었는데이는상호작용변수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특히 모형3에서 분석한 상호작용 변수는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매개효과 및 조

절효과가 미약하나마 인적투자가 물적투자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선성통계량계산결과 VIF가상당히낮게나

와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기업업력, 기업규모, 대

주주지분율, 총투자율, 부채비율변수는유의미하지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은 기업의 물

적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3 GBM 모형 분석
<Table 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융합 차원에서

GBM 모형을 적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Algorithm Gradient Boosting Machine
training frame 75%
validation frame 25%
response column RND
ignored column STOCK
offset column EDU
distribution gaussian

number of trees 50
number of internal trees 50

mean depth 5.0
mean leaves 7.9800

<Table 8> GBM MODEL

GBM모형적용시트레이닝프레임과밸리데이션프

레임을 3:1의 비율로 분할을 실시하였고 교육훈련비 변

수를 오프셋 칼럼으로 하여 모든 변수에 적절히 배분하

였다[21]. 특히 가우스 분포를 사용함으로써 MSE와

MRD 값이 동일해 지는 결과를 얻었다.

SORT
TRAINING
METRICS

VALIDATION METRICS

MSE 0.008537 0.263352
RMSE 0.092397 0.513179
nobs 307 113
R2 0.723270 0.108466
MRD 0.008537 0.263352
MAE 0.029285 0.087632
RMSLE 0.053482 0.172198

<Table 9> TRAINING METRICS & VALIDATION METRICS

<Table 9>는 트레이닝 매트릭스와 밸리데이션 매트

릭스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GBM 모형의 회귀식에 있어서 ,평균제곱오

차의최소화를위해이전에트레이닝한트리들의누적되

어남아있는오차로연결된트리를학습시킴으로써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GBM 모형도 <Table 9>에서 보듯 트레이닝

매트릭스의 R2 값이 72% 정도로 상당히 높게 계산되었

는데이는 H2O를이용한앙상블기법으로 GBM 모형이

연구개발비 변수를 설명하기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나타

낸다.

트레이닝매트릭스에서평균제곱오차는 0.008573이고

평균절대오차는 0.029285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밸리데

이션매트릭스에서의평균제곱오차는 0.263352이고평균

절대오차는 0.087632로 나타나 트레이닝 데이터가 예측

값과실제값의차이가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머

싱러닝의 결과 상당히 안정적인 모형을 구축할 수 있고

자료들의 유의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Table 10>은 변수들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variable
relative
importance

scaled
importance

percentage

INT 18.0246 1.0 0.5062

GIR 7.5422 0.4184 0.2118

WEL 4.0013 0.2220 0.1124

RES 3.2873 0.1824 0.0923

MSE 1.3667 0.0758 0.0384

LEV 0.6823 0.0379 0.0192

AGE 0.4447 0.0247 0.0125

VOL 0.2604 0.0144 0.0073

<Table 10> VARIABLE IMPORTANCES

<Table 10>에서 보듯이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는 이자비용이 50.62%로 가장 크

고총투자율, 복리후생비순으로나타난반면 <Table 7>

에서 분석했듯이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부채비율, 기

업업력, 기업규모 변수는 GBM 모형에서도 상당히 낮은

중요도를보여주었다. 무엇보다회귀분석에서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복리후생비 변수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총투자율 변수가 GBM 모형에서는

그 중요도가 바뀌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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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

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경제 상

황을타개하기위해도입되었는데이는과거적정유보초

과소득6)에대한법인세과세의연장선상에있다고볼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2014년도에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세

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증대세제7)・배당소득증대세
제8)・기업소득환류세제”중하나로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시행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정

부가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

세의 형평성 문제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정책과 재무구조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

분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연구개발 투

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미환류소득세제가어

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추가로 교육훈련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

의유효성도알아보고자하였다. 또한 GBM모델을이용

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적

정유보초과소득세의 연장선상에서 기업소득에 대한 법

인세와는별도로기업의당기소득에배당, 인건비및투

자등에지출한 금액을차감한금액에 대해 10%의 단일

6) 적정유보초과소득이란 유보소득 중기업회계기준또는세법
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금액을 초과하여 사내에 유보하는
소득으로 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근로자임금의증가율이높은중소기업에더많은혜택이돌
아갈수있도록상시근로자의평균임금증가율이전체중소
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중소기업은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시전체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배당성향, 배당수익률및총배당금액증가율등의일정요건
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
당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이는주주인센티브를통해배당을촉진하고주식시
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다.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는 이자비용, 복리후

생비, 대주주지분율, 교육훈련비변수와는정의상관관계

를 나타내었고, 총투자율, 부채비율, 기업업력, 상호작용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기 유보

율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상호작용 변수와는 정의

상관관계를나타내었고, 총투자율, 부채비율변수와는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R 제곱 변화량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교육훈련비의

조절효과와매개효과모두유의미한효과가있는것으로

판단할수있었고분산분석의결과에서보듯모형1, 모형

2, 모형3으로 변수가 추가될수록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상승함을알수있었다. 이와더불어모형1, 모형2, 모형3

에서모두이자비용과복리후생비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전기유보율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

해정부의미환류소득세제도입취지인사내유보금과

세를추진하면기업은그재원으로물적및인적투자를

늘릴것이라는가정은아직그효과가미미한것으로생

각된다. 또한편으로는기업이신규투자에대한유인없

이는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기

업의 재무 정책과 연관되어 결정될 문제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장 사외유출을

증가시킬경우기업의성장과수익창출에대한재무전

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추가로 실시한 모형2 및 모형3에서 교육훈련비 변수

의도입결과모형 2에서는교육훈련비가유의미하지않

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모형3에서는 90% 수준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모형3에서 분석한 상호작용 변수는 99% 수준에서 유

의미한결과를보여주었으나기업업력, 기업규모, 대주주

지분율, 총투자율, 부채비율 변수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융합차원에서실시한 GBM모형의분석결과를살펴

보면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로 이자비용이 50.6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총투자율,

복리후생비순으로중요도가나타난반면유의미한영향

이 없었던 부채비율, 기업업력, 기업규모 변수는 GBM

모형에서도 상당히 낮은 중요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회

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복리후생비 변

수와유의미하지않은결과를보여주었던총투자율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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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GBM모형에서는그중요도가바뀌는결과를나타냈다.

무엇보다 전기유보율과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와 상

호작용변수 등의상관관계및 GBM 모델을 통해서 2015

년에시행된미환류소득세제는아직시행초기라 그효

과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천

천히 나타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공헌점은기업소득환류세제가당초의입법

취지와는다르게그효과가미미하다는것을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조세 정책의 결과 법

인으로 하여금 소득을 유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법인이 재원 조달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어 재무구

조및자본구조가취약해질우려가있다. 이는적정사내

유보금이 배당, 부채비율, 투자결정, 자금결정 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연구과제는미환류소득세제의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

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또한 기업의 미환류 소득세제가 유도하고 있는

기업의지출확대정책이과연기업의경영자들에게올바

른투자및배당에관한지침을제시하고있는지그리고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는 앞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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