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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  시장효율성에 관한 연구

혜, 용환
공과 학  경 학과

Information Efficiency of Financial Statement on the Firm Value

Seonhye Jeong, Younghwan Le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약 본 연 는 가 시  업  상  재무 보  효  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해 보가 

는 시  심  검 하고  하 다.  해 재무 표 공시   간  당해(t) 도, 재무

표 공시  90 , 차 도(t+1)  하 다. 실 에 사용  재무변수는 수 , , 안 , 활동   시

가치 비  재무 보가 간 동안  주식수 에 미치는 향  단계  회귀 (stepwise regression)  

용해 검 하 다. 실  결과, 과 수 에 한 보는 당  주식수 에 는  비해 안 과 

활동 에 한 보는 차  주식수 에 보  하고 는 것  나타났다. 총 산 가  당   차  

주식수 에 (-)   향  주는 것  나타났 , 는 재무 보가 산출  동 간에 보가  뿐

만 아니라 차 에도 지  보  하는 것  판단 다. 본 연 는 재무 보  격에 따라 업가치에 

는 시 가 달라지는 것  견하 다.

주 어 : 재무 보, 업가치, 효  시 , 보효 , 보 효과, 합 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nformation effici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firm value for the 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stock market in terms of timing pattern of information. We set 3 different 

test periods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 released years – the current year, 90 days before financial 

statement announcement and the next year. We introduce using the stepwise regression method to examine the 

effect of financial variables on the stock returns. The financial variables include profitability ratio, growth ratio,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market valuation ratio.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both growth and 

profitability ratio affected the current year stock returns, while stability and activity ratio affected the next year 

stock returns. Growth rate of total asset affects both current year and next year stock returns. Our findings 

imply that the period in which financial information is reflected in the firm value, could var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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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는 기업에 한 이해 계자들이 합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특히 기업의 외부이해 계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객 인 정보로 활용된다. 이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정하게 평가하고자하기 때문이다.

Ball과 Brown(1968)이 회계이익과 주식수익률의 계

를 분석한 이래로 회계자료의 정보가치를평가하기 해

이익공시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회계이익과 주식수익률의 련성에 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고, 이후 Ou와 Penman(1989) 등 재무제표를 이

용한 정보효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외환 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

뢰성에 한 심이 더욱 증 되었고, 증권시장의 개방

과 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처한투자의사결정에 있어

서 재무정보가 보다 신뢰성을 얻고, 이를 토 로 기업가

치를 평가하는 기본 분석(fundamental analysis)을 고

려한 투자 략이 객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정보의 투자효율성에 한 연구가 여

러 형태로 이루어져왔는데, 재무정보와 주식수익률의

계에 한 선행 연구들을 시장의 효율성과 련하여 구

분하면, 효율 시장(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근

거한 연구(Ball and Brown(1968) Beaver, Clarke and

Wright(1979), Mukherji, Dhatt and Y. H. Kim(1997) 등)

와 주식수익률 측에 한 정보효과에 근거한 연구

(Nerlove(1968), Basu(1977), Ou and Penman(1989), 정

혜 (1991), 윤 섭(1999)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율 시장에서 주가는 그 기업에 한 모든 정보를

신속히 반 하므로 결산 후에 공시되는재무제표는 정보

력이 없으며, 이를 이용해서는 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특정 회계기간을 상으로하여 기업

의 재무상태와 경 성과를 나타낸다면, 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산출된 회계기간의 주식수익률에 반 될 것이다.

반면에 주가가 모든 정보를 즉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업가치에 근해간다면, 결산 이후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이용해 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따르면 주가는 내재가치에서 벗어나 있으

므로 그 기업에 한 모든 정보가 반 된 것이 아니며,

시장이 비효율 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재무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들의 연구기간이 재무정보가 산출된 기간에 을 두거

나, 혹은정보 공시 이후의 기간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

어, 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

에 의하면, 자본시장이 효율 이다 혹은 효율 이지 못

하다 라는 제하에 재무정보와 주식수익률과의 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재

무정보가 산출된 기간과 재무정보 공시 후의 기간을

구분하여 3개의 기간으로 분석모형을 설계하 다.

한 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사건연구(event

study)가 주로 활용되는데, 사건연구에서는 사건일의 포

착과 사건일 후 기간의 과수익률을 측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 기업의 회계기간을 통상 으로 1월부터 12

월까지 1년이라고 볼 때, 12월 결산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일은 당해 회계기간이 끝나고 다음해의 3월말 사업보고

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나, 사건일 즉 재무제표 공시일

이 에도 분기, 반기 보고서 정기공시와 경 실 , 결산

보고 등을 통해 재무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일, 사건일 후 기간을 확 하

여 재무정보가 반 되는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분석기간은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기간인 당해 t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재무제표공시일(사건일) 이후

시 인 t+1년도 4월부터 그다음해 3월까지의기간, 마지

막으로 t년도 12월 결산 이후부터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

정된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하

다. 한 재무정보는 특정한 하나의 정보가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기보다는 여러 정보들이 결합되어 기업가치

에 반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반

하고 있는 재무비율들을 포 으로 도입하여 주식수

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정보의 효율성에 해 정보를 반

하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재무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 으며,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성장성

시장가치지표를 포함한 재무정보의 성격에 따라 기업

가치에 반 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제시한

다. 이는 기업에 한 이해 계자들이 재무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객 으로 평가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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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한 이용가능한 모

든 정보를 가지고 증권의 리스크와 수익을 상하며, 그

에 따라 증권의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즉 증권의 시장가

격은 그 증권에 한 정보의 합으로써 정보가신속, 정확

하게 반 될 때 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개별 기

업 고유의 특성은 재무 성과에 향을 미치기도 하며

[1,2,3,4], 기업에 한 새로운 정보는 투자자들의 상을

변경시켜 증권의 가격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Fama(1970)에 의해제시된 고 인 효율 시장에서

는 시장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충분

히 반 되어 있어, 투자자가 기업에 한 어떤 정보를 가

지고 그 정보의 달 시차에 따른 차익거래는 불가능하

다[5]. 그러면 어떠한 증권분석 방법으로도 과수익을

체계 으로 얻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실 으로 과소평

가된 증권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모순된다고 할 수 있지

만 이는 역으로 시장이 효율 으로 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핵심 인역할을 한

다. 한 투자자들의 심이 미래의 투자수익에 있으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에 한 기 는, 어떤 기업에 한 모

든 정보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여 모든 투자자에게 동

질 으로 평가되고 주가가 즉각 으로 조정되는 효율

시장과는 상충된다. 그러나 재무정보가 특정 기업의

험이나 투자수익을 측정하는데 이용되어[6,7,8], 투자자

들의 포트폴리오를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경쟁 으로

이를 분석하여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이효율 이 되

고 증권의 시장가격을 그 내재가치에 근시킬 수 있으

므로 자본시장이 효율 이더라도 그 요성은충분히 인

정될 수 있다.

재무정보와 주식수익률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자

본시장의 효율성에 해 서로 다른 에서 근하여

두 부류의 연구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효율 시장가설

에 근거한 연구와 미래 주식수익률 측에 한 정보효

과에 근거한 연구로 구분하 다.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한 최 의 연구로 Ball and

Brown(1968)은 효율 시장 가설에 근거하여 비기 이

익과 평균 비정상수익률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 결

과, 비기 이익에 의한 주가의 변동은 이익발표 이 에

85%이상 발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익의 정보

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표되기 이 에

가격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회계이익은 주가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 고,

Beaver, Clarke and Wright(1979)는 비기 이익의 크기

(magnitude)와 과수익률 사이에 유의 인 계가 있음

을 주장하 다[9,10].

Beaver and Morse(1978)는 PER가 미래의 회계이익

변동을 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이익 의 구

이익(permanent earnings)은 주가와 한 계를

가진다고 하 고, 투자자들이 합리 이고 이성 인 효율

시장에서는 증권의 시장가격이 항상 그 증권의 내재

가치에 가깝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11].

Mukherji, Dhatt and Y. H. Kim(1997)의 연구에서는

기본 변수(fundamental variables)와 주식수익률의

계를 검증하기 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상으로 장부

가치/시장가치비율, 부채비율, sales-price비율, 주식의

시장가치, 베타, 이익/주가비율을이용하여 주식수익률과

의 계를 분석한 결과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 sales-

price 비율, 부채비율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 계를

보 고, 이익/주가비율과 주식의 시장가치는 음의 상

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다[12].

한편, Nerlove(1968), Alvin Martin(1971)은 재무변수

가 주식수익률에 한 설명력 있는지표임을보여주었고,

Basu(1977)는 PER 주식이 평균 으로 더 높은 수익

률을 올린다는 PER효과를 발견하 으며 강형 효율

시장 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 다[13,14,15].

Sepe(1982)의 연구에서 FASB(재무회계심의회)의 물가

변동 회계에 한 의견 표명에 따른 주가 반응을 분석한

결과, 주식수익률에 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여러 재

무비율들의 변화율(총자산이익률, 흐름/총자산, 운

자본/총자산, 부채비율 운 자본비율)을 포함시켰

을 때, 향상됨을 보여주었고, 이장희(2007)의 연구에서도

이익변수에 비이익 재무정보인 기본 변수를 추가시켰

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 다[16,17].

Ou와 Penman(1989)은 재무제표 정보가 과거이익,

재 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은 미래이익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정보가 주가보다 미래이익에

한 측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Lev and

Thiagarajan(1993)도 기본 변수들이 기업가치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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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검증하 다[18,19]. Gregory Conner(1995)는

거시경제요인모형, 통계요인모형 기업특성에 련된

기본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의 설명력을 비

교하 는데, 기본 요인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재무 버리지, 기업규모 등 기본 요인이 다

른 요인들보다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향을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 다[20].

국내의 연구로는 정혜 (1991)이 유동성의 증감, 매출

액의 증감, 부채비율 재고자산의 증감 등의 기본 변

수들의 유용성을검증하 고, 한 희(1998), 김성표, 윤

섭(1999)도 주식수익률에 한 기본 변수들의 유용성

을 검증한바 있다[21,22,23]. 김규 과 김 빈(2004)의 연

구에서는 이익주가비율이 주식수익률 측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연구는 시장이

비효율 임을 말하고 있다[24].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해 서로

다른 에서 재무정보와 주식수익률의 계를 설명하

고 있는데, 주식수익률이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

기 보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본

변수들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의 효율성에 해 재무정보가반 되는 시기

를 심으로 기업가치에 한 향을 검증하고자하 다.

한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기본 변수를선정함에 있어

서 임의로 특정 재무비율을 선정하지 않고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채택된 재

무변수를 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료  

3.1 표본    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

는 12월 결산 제조 기업으로 연구기간 결산일의 변경

이 없으며, 상장폐지, 합병이나 매각 등의 사건이 발생하

지 않은 기업을 상으로 하 다. 그 에서 신규상장기

업의 주식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연구기간의 2년

부터 계속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선정하 으며, 연구기

간 동안 당기순이익이나 업이익이 자인기업은 연구

에서 제외하 다. 그이유는, 당기순이익이나 업이익이

자인 기업들은 주식수익률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

고, Ball and Brown(1968), Beaver, Lambert and

Morse(1980) 등의 회계이익과 련된 기 연구에서 검

증한 바와 같이 주식수익률에 지 않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백원선, 이건창, 박연희(2001)는

주식수익률에 한 당기순이익의 설명력이 다른 변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육근효(2004)는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내재가치변

수에 비해 순이익 증감에 더욱 유의 인 반응을 보 으

며 증분순이익의 상 인 정보내용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 다[25,26]. 한 김정교, 김병찬, 서지성(2006)은 이익

의 척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설명력을 평가하 는데

업이익이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데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7].

이상의 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463개의 표본기업을 상으로 2008 ∼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 고, 표본기업의 재무비율과 주식수익률 데이터

는 NICE 평가정보(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산출하 다. 재무비율 데이터는 2008 ∼ 2009년 12월

결산 재무제표 기 이며, 주가는 12월의 일별종가를 평

균하여 산출하 다. 주식수익률은 시장조정수익률모형

에 의해 개별 증권의 일별 과수익률을 산출하 고

(Brown and Warner(1985), 정형찬(1997), 각각의 분석기

간 동안의 과수익률(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을 산출하 다[28,29].

3.2 연 형  계

재무정보가 기업가치에 반 되는 시기를 심으로 종

속변수인 주식수익률을 3 기간으로 나 어 분석하 다.

효율 시장에서 주가는 그 기업에 한 모든 정보를 반

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가 특정 회계기간을 상으로

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정보를 반 한다면 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산출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주식수익률

에 반 될 것이다. 따라서A 기간의 주식수익률을 당기(t

년도)의 주식수익률로써 재무비율이 산출된 회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과수익률로하 다. 반면에, 주가가

기업의 모든 정보를 즉시 반 하지 못하고 서서히 기업

의 내재가치에 근해간다면, 결산 이후에 공시되는 재

무정보는 차기(t+1년도)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칠 것이

다. 따라서 B 기간의 주식수익률은 차기의 주식수익률로

써 재무제표 공시일 직후 정보가 달되는 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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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t+1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수익률을 산출하 다.

C기간은 재무제표 공시 이 에 결산보고와 경 실

공개 등으로 재무정보가 공개되는 을 감안하여, t년도

12월 결산이후부터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정된 재무제표

가 공시되기 까지, 90일간의 과수익률을 산출하

으며, 수익률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증권 i의 t일의 과수익률

  : 개별 증권 i의 t일의 실제수익률

 : t일의 시장지수의 수익률

 
 





 : 개별증권 i의 n기간 동안의 과수익률

시장지수로 코스피제조업지수를 사용하 으며, 이는

표본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의 제조업이므로 코스피종합지

수보다 더 민감하게 과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단하 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당기(t년도)의 과수익률(t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A 기간)

   : 차기(t+1년도)의 과수익률(재무제표

공시 직후인 t+1년도 4월부터 그 다음해의

3월까지의 기간: B 기간)

   : t년도 12월 결산 이후부터 재무제표 공시

일 까지의 과수익률(C 기간)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단된 변수들 에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시장가치를 표하는 18개의 재무비율변수를

사용하 고 <Table 1>에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4. 실

4.1 초통계량

<Table 2>는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제시한다. 성장

성지표인 업이익증가율의 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활동성지표인 재고자산회 율과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 당좌비율의표 편차도 크게나타났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도 다소 큰 차이를 보 으며, 이는 주식수익률을 설명하

는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planatory variables(Variable name) Calculation

Profitability

Return On Assets (ROA) net income / total asset

Return On Equity (ROE) net income / equity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SAL) operating income /sales account

Rate of operating income on Total Capital (OPR) operating income / total capital

Activity

Turnover of net worth (TNW) sales account / net worth

turnover ratio of total liabilities and net worth (TTC) sales account / total capital

receivables turnover (TREC) sales account /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turnover (TINV) cost of sales / inventory

Stability

Current ratio (CURR) current assets / current liabilities

Quick ratio (QUI) (current assets - inventory) / current liabilities

Debt ratio (DEBT) debt / equity

Equity ratio (EQU) equity / total asset

Growth

growth rate of sales (GSAL) (Current Proceeds  / Current Proceeds   ) - 1

growth rate of total asset (GTAS) (total asset / total asset   ) - 1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GEQU) (equity  / equity   ) - 1

growth rate of operating income (GORP) (operating income / operating income   ) - 1

Market-

value

price earning ratio (PER) stock price / earning per share

price book-value ratio (PBR) stock price / {(total asset-total debt) ÷ Share Outstanding｝

<Table 1> Explanator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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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Max Min

ROA 6.53 5.12 36.47 0.11

ROE 11.25 8.70 52.50 0.14

SAL 7.78 5.46 48.80 0.10

OPR 7.96 6.25 47.89 0.05

TNW 2.08 1.33 10.13 0.05

TTC 1.08 0.53 5.01 0.02

TREC 7.35 5.72 60.79 0.13

TINV 36.70 347.55 5581.95 0.23

CURR 191.46 145.21 1193.04 38.71

QUI 139.33 123.07 1014.72 18.40

DEBT 84.04 68.88 671.50 7.92

EQU 59.79 16.50 92.66 12.96

GSAL 11.83 25.41 173.97 -98.00

GTAS 13.95 21.78 144.18 -80.05

GEQU 18.57 30.55 363.69 -84.72

GORP 125.72 524.82 6845.87 -98.59

PER 20.35 69.18 947.05 0.45

PBR 0.92 0.84 8.37 0.0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4.2 상 계 

<Table 3>에서는 재무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계

를 제시하고 있다. 18개의 재무비율변수는 수익성, 성장

성, 안정성등에 련된 특정 정보를 나타내지만 각각 독

립 이지않고 서로 유기 인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지표의 재무비율들 간에는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 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제외한 안정성지표와

1% 유의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나타냈고, 부채비

율과 유의한 부(-)의 계를 나타냈다. 자기자본순이익

률은 성장성지표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

본증가율과 1∼5% 유의수 에서 정(+)의 상 계를 나

타냈다.

성장성지표 자기자본증가율은 유동성지표인 유동

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과 1∼5% 유의수 에서 유

의한 부(-)의 상 계를 나타냈고, 부채비율과 1% 수

　 ROA ROE SAL OPR TNW TTC TREC TINV CURR

ROA 1 　 　 　 　 　 　 　 　

ROE .883*** 1 　 　 　 　 　 　 　

SAL .528*** .436*** 1 　 　 　 　 　 　

OPR .687*** .614*** .666*** 1 　 　 　 　 　

TNW -.009 .231*** -.232*** .206*** 1 　 　 　 　

TTC .241*** .279*** -.166*** .398*** .821*** 1 　 　 　

TREC .137*** .101** -.003 .130*** .179*** .246*** 1 　 　

TINV -.048 -.045 -.018 -.029 -.011 -.014 -.064 1 　

CURR .250*** .011 .203*** .130*** -.340*** -.106** -.080* -.021 1

QUI .221*** .004 .155*** .083 -.318*** -.107** -.135*** .010 .959***

DEBT -.277*** .073 -.153*** -.083* .588*** .112** -.030 -.002 -.488***

EQU .308*** -.060 .217*** .081* -.629*** -.217*** .022 -.020 .685***

GSAL .131*** .155*** .103** .308*** .176*** .200*** .045 -.053 -.052

GTAS .080* .116** .094** .180*** .096** .051 .006 .012 -.107**

GEQU .076 .223*** .013 .089* .255*** .072 .012 .012 -.124***

GORP -.002 .037 .012 .043 .123*** .042 .004 .009 -.059

PER -.228*** -.229*** -.084* -.027 -.012 -.032 .083* -.009 -.035

PBR .297*** .366*** .260*** .312*** .138*** .107** .090* -.027 -.050

　 QUI DEBT EQU GSAL GTAS GEQU GORP PER PBR

QUI 1 　 　 　 　 　 　 　 　

DEBT -.444*** 1 　 　 　 　 　 　 　

EQU .630*** -.885*** 1 　 　 　 　 　 　

GSAL -.073 .129*** -.109** 1 　 　 　 　 　

GTAS -.090* .235*** -.181*** .322*** 1 　 　 　 　

GEQU -.111** .196*** -.206*** .048 .559*** 1 　 　 　

GORP .056 .109** -.105* .126*** .011 .115** 1 　 　

PER -.049 .020 -.035 -.025 .043 -.004 -.026 1 　

PBR -.037 .113** -.120** .037 .019 .001 -.011 .094** 1
* p<0.1, ** p<0.05, ***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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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한 정(+)의 계를 나타냈다. 재고자산회 율

을 제외한 활동성지표들 간에는 1% 유의수 에서 유의

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자기자본회 율은 안

정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과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부채비율과 정(+)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성장성지표의 모든 비율과 유의

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성장성지표의 모든 비율과

1∼5% 수 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시장가치지표로 선정한 주가순자산비율은 수익성지표의

모든 비율과 1% 수 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

타냈고, 활동성지표인 자기자본회 율, 총자본회 율과

도 1% 수 에서 유의한 정(+)의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해 선정한 설명변수들 간에 높은 상

계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재무비율 산출과정에서 공

통의 구성요소를 가지기도 하며, 각각의 재무제표가 상

호 연계되어 있기때문이다. 본 연구는변수들 간의 상

계가 높은 을 감안하여 다 공선성의문제를 해결하

기 한 방법으로 단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을 수행하 다. 이는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변수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그 에서도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한 다 공선성문제

를 검증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분석을 하 다.

4.3 다 회귀

재무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재무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주식

수익률을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 다.

A 기간은 당기의 재무비율이 산출된 동일한 기간인 t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Table 4>와 같이 6단계의 회귀모형이 도

출되었으며, 최종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증가율(GEQU)과 주가순자산비율(PER), 매

출액증가율(GSAL)은 당기(t년도)의 주식수익률에 유의

수 1%에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자산증가율(GTAS)은 1% 유의수 에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업이익증가율(GOPR)은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성장성지표의 모든 비율이 당기 주

식수익률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 수익성과 시장가치

비율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무

변수들 간에 분산팽창요인(VIF)값을 분석한 결과 1.0∼

1.7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

Step 1 2 3 4 5 6

intercept
-0.953

(-0.423)

-10.268***

(-3.399)

-11.195***

(-3.707)

-14.821***

(-4.376)

-13.322***

(-3.871)

-14.030***

(-4.1)

GEQU
0.452***

(7.165)

0.452***

(7.309)

0.432***

(6.999)

0.398***

(6.286)

0.490***

(6.475)

0.539***

(7.008)

PBR
10.165***

(4.518)

10.230***

(4.578)

8.142***

(3.394)

8.286***

(3.467)

8.494***

(3.582)

GORP
0.010***

(2.706)

0.010***

(2.678)

0.009**

(2.541)

0.007**

(2.077)

ROE
0.551**

(2.321)

0.541**

(2.288)

0.429*

(1.804)

GTAS
-0.227**

(-2.198)

-0.347***

(-3.149)

GSAL
0.233***

(2.923)

  0.100 0.138 0.152 0.162 0.171 0.186

adj-  0.098 0.135 0.146 0.155 0.162 0.175

F-value 51.336*** 36.956*** 27.418*** 22.106*** 18.799*** 17.348***

Dependent Variable : CARt

n=463, * p<0.1, ** p<0.05, *** p<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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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간은 재무제표 공시 직후인 t+1년도 4월부터 그

다음해의 3월까지 기간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Table 5>와 같이 3단계의 회귀모형이 도

출되었으며, 최종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Step 1 2 3

intercept
-16.072***

(-5.210)

-8.276*

(-1.849)

-5.910

(-1.289)

TNW
5.192***

(4.145)

4.113***

(3.104)

4.301***

(3.253)

CURR
-0.029**

(-2.395)

-0.031**

(-2.573)

GTAS
-0.168**

(-2.205)

  0.036 0.048 0.058

adjusted-  0.034 0.044 0.052

F-value 17.181*** 11.547*** 9.383***

Dependent Variable : CARt+1

n=463, * p<0.1, ** p<0.05, *** p<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

회귀분석 결과, 자기자본회 율(TNW)이 1% 유의수

에서 차기의 주식수익률에 정(+)의 향을 주었으며,

유동비율(CURR)과 총자산증가율(GTAS)은 5% 유의수

에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의 주

식수익률에는 안정성과 활동성에 한 정보가 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은 1.0∼1.2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

C 기간은 당기(t년도)의 재무비율이 t년도 12월 결산

이후부터 재무제표 공시일 까지의 주식수익률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으며, 최종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Table 6>에서 자기자본회 율(TNW), 총자본회

율(TTC), 주가순자산비율(PBR)이 C 기간의 주식수익

률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회

율(TNW)은 1% 유의수 에서 정(+)의 향을, 총자본

회 율(TTC)은 5% 유의수 에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유의수

에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 1 2 3

intercept
0.081

(0.047)

3.438*

(1.835)

5.941***

(2.672)

TNW
2.544***

(3.644)

2.942***

(4.246)

4.977***

(4.144)

PBR
-4.560***

(-4.156)

-4.586***

(-4.195)

TTC
-6.182**

(-2.072)

  0.028 0.063 0.072

adjusted-  0.026 0.059 0.066

F-value 13.278*** 15.510*** 11.844***

Dependent Variable : CARt,(+90)

n=463, * p<0.1, ** p<0.05, *** p<0.01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

5. 결   약

효율 시장에서 주가는 그 기업에 한 모든 정보를

신속히 반 하므로 결산 이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정

보력이 없고 이를 이용해서는 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

반면에 시장이 비효율 이어서 주가가 정보를 충분히 반

하는 것이 아니거나 즉각 이지 못하고 서서히 내재가

치에 근해간다면, 재무정보는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의 주식수익률에 반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구분하

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실증분석을

해 선정한 재무변수는 기업의 재무건 성을 표할 수

있는 재무비율 에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시장가치의 5개 범주로 분류하여 18개의 재무비율을 이

용하 다. 주식수익률 분석기간은 재무정보 산출기간과

동일 기간인 당해 t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재무제표공시

직후인 t+1년도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그리고 t년

도 결산 이후부터 재무제표가 공시 까지의 3 기간으로

구분하 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의 재무정보가 그 재무정보가 산출된 동일

기간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

성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업이익증가율, 자기자본증가

율이 당기의 주식수익률에 정(+)의 유의 인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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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총자산증가율은 부(-)의 유의 인 향을 주었다.

시장가치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과 수익성지표인 자기자

본순이익률 한 정(+)의 유의 인 향을 주었다. 이상

의 결과에서처럼 Ball and Brown(1968), Beaver, Lambert

and Morse(1980) 등 기연구들에서 회계이익이 주식수

익률에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백

원선 외(2001)의 연구에서 주식수익률에 한 당기순이

익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육근효(2004)의 연구에

서 시장참여자들이 증분순이익의 정보를 더높이 평가하

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은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당기의 재무정보가 재무제표 공시 이후 기간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안정성지표

인 자기자본회 율이 주식수익률에 정(+)의 유의 인

향을 주었고, 활동성지표인 유동비율은 부(-)의 유의

인 향을 주었다. 이에 한 추가 검증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유동비율(191.46%)을 기 으로

유동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분류하여 과수

익률을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 과

수익률이 유동비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났으며, 평균 부채비율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

하 다. 이는 외환 기 이후 제조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

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높은 유동성 확보는 투자 효율

성에 한 부정 인 정보로 인식되며, 외부 자 조달이

쉬운 기업들은 유동성 보유율을 낮게유지하여 기업가치

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자기자본회 율이 높은

기업들은 자기자본의 수익성 증 의 가능성을높게 보아

차기의 주식수익률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12월 결산 이후부터 확정된 재무제표가 공시되

기 이 에는 활동성지표인 총자본회 율, 자기자본회

율이 주식수익률에 유의 인 향을 주었으며, 해당 기

간에는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총자산증가율은재무정보가산출된 동일기간과

재무제표 공시 이후 기간의 주식수익률에 부(-)의 유의

인 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Bans(1981),

Keim(1983)의 기업규모효과와 Lakonishok, Shleifer and

Vishny(1994)의 연구와 같이 자산증가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30]. 한 송 출(1999), 김석진 외 (2000)의

연구에서도 기업규모에 한 가치 리미엄이 존재함을

입증한 결과와 일치하 고, 손 도(2012)의 연구에서 자

산증가율은 이후 주식수익률에 부(-)의 유의 인 향을

주는 것과 일치하 다[31,32,33].

본 연구는 재무정보의 성격에 따라 주식수익률에 반

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 다. 성장성과 수

익성에 한 정보는 당기에 반 되는데 비해 활동성, 안

정성에 한 정보는 공시시 이후 서서히 반 되었다.

한 재무정보가 어느 한 기간에만 반 되지 않고, 기간

에 걸쳐 정보를 반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효율 시장을 가정하거나

재무정보의 정보효과를 가정하여 분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을 보완하여 재무정보가 반 되는 시기를 구분하

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기간별로 검증하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재무정보의 성격에 따

라 정보가 반 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을 이용하여 기

업가치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의 한계 은 재무정보의 효율성을 검증하는데 연

구기간이 다소 짧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률의 측

정 간격에 따라 향을 주기도 하 는데 향후 연구기간

을 재무정보 공시 , 후를 기 으로 세분화하거나 확장

하여 여러 기간을 분석·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무정보에 을 두어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향이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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