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늘날 기업의 업활동이 한 국가 내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국제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의 상이한 회계기 을 통일할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

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회계기 (IFRS)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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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K-IFRS 의무 도입 이 기간과 이후 기간을 각각의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재평가 이 과

이후의 정보비 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를 이미 인식하여

평가에 반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본시장에 추가 인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시키

는 행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2008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했으므로 K-IFRS 도입 이 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으나, K-IFRS 도입 이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에 해 도우드 싱(window dressing)으로 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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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pre- and post K-IFRS adoption 

used each samples. Efficient market assumption suggests that capital markets already have recognized real value of 

PP&E and applied those values for estimating the item, in which case PP&E revaluation is not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but simply an activity to makes cos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formation asymmetry 

had reduced significantly after adopting K-IFRS or not, verified each period samples those are pre- and post- 

adopting the asset revaluation since it could have been adopted in advance from 2008. As study results, I confirmed 

PP&E revaluation affected to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pre- adopting K-IFRS, but not in post- adopting 

K-IFRS. These results could be one of proofs which are supported that capital market have been judging PP&E 

revaluation as the window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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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 도입을 발표하

고, 이에 따라 2조원 이상 기업 상장기업은 2011년

부터 의무 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이하, K-IFRS)

을 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나

라 회계투명성에 한 내외 불신이 존재하며, 회계

투명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제기 인 K-IFRS를 도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증 시킬 수있으며 건

한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 국제 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이 으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비용 감의 효과도 기 된다.

K-IFRS는 규정기반(rule based), 역사 원가

(historical cost) 심의 특징을 지닌 종 의 기업회계기

(K-GAAP)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K-IFRS는

원칙기반(principle based), 공정가치(fair value) 강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 평가방법에 있

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종 기업회계기 은 재평가

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K-IFRS는 경 자 재량에 따

라 재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K-IFRS 제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

하게 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모형은 충실한 표 , 재

평가모형은 목 합성을 시하는 모형으로서, 경 자

는 기업의 실질을 잘 표 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자가 어떤 모형을 선택하는가에 따

라 회계정보의 질 특성 어떤 것을 더 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칙 으로는 경 자가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는 이유

는 자산의 실제가치와 장부상의 가치의 차이를 없애 보

다 진실된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하기 함이다. 따라

서 유형자산 재평가는 기업에 한 정보를 추가 생산하

는 활동으로 볼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효율 시장가

설의 에서 보면 자본시장은 이미 기업이 보유한 자

산의 실제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 재평가

는 추가 인 정보를 자본시장에 달하지못하고 단순히

장부상 액을 역사 원가에서 공정가치로 변경하는 활

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비 칭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의 자산재평가 이 과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행연

2.1 도  경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르면 기업은 인식시

이후 유형자산의 측정에 있어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

로 동일하게 용한다. 원가모형을 선택하면 유형자산의

측정 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계액과 손상차손

계액을 차감한 장부 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과거 기업

회계기 과 동일하다.

K-IFRS는 유형자산 측정에 있어서 경 자 재량에 따

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재평가모

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

에 한해서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인식 이후의

감가상각 계액과 손상차손 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액

을 유형자산의 측정 액으로 사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선

택한 경우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액이 공정가치와

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 으로 재평가를 수행

해야 하며, 재평가의 빈도는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재평가는 유형자산별로

선택 으로 재평가 하거나 다른 기 일을 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해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을 동시에 재

평가해야 한다. 인식시 이후 유형자산 측정방법은 회

계정책이므로, K-IFRS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회계정책 변경을 반 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는 흐

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재평

가모형을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목 합성을 감

소시키는 행 이므로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2.2 행연

원칙 심인 K-IFRS는 규정 심인 일반기업회계기

과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K-IFRS 도입

후의 회계정보의 특성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많이 수

행되었다. 김용식(2011)은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

과 미도입 기업 간의 정보비 칭과 이익의 질의 차이를

연구하 고, 조기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1]. 조성표 등(2013)은 K-IFRS

도입에 따라 장기 업손실기업의 업손익 흑자 환을

공시한 기업에 해 자본시장이 정 으로 반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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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했다[2]. 안수경과 김 용(2014)은 K-IFRS 도

입 후의 이익조정과 신용평가등 의 계를 연구하

으며, 지상 과 곽 민(2017)은 K-IFRS도입 시 에서의

환 조정이 이후 기간의 미래 이익 측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3,4]. 김동일(2016)은 우리나라보다 먼

국제회계기 을 도입한 국 자본시장의자료를 연구

하 는데, 국 자본시장에서 국제회계기 도입 이후로

보수 회계처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5].

2000년 후반 융 기로 인한 비정상 인 환율 변

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상되었고, 이를 완화

하기 해 2008년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자산재평가

를 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 서 제5호를 수정하

다. 김지령 등(2011)은 이러한 회계기 의변경이 2011년

도입 정인 K-IFRS의 유형자산 부분을 조기에 도입한

것으로 해석하 다[6]. 2008년부터 자산재평가가 도입되

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정애와 최종

서(2010)는 자산재평가 동기에 한 연구를 진행하 는

데, 자산 집 도가 높은 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

단기지 능력이 부족한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산재평가 동기가 크다는 것을 검증하 다[7].

자산재평가에 한 자본시장 반응에 해서 여러 연

구가 진행되었다. 김지령 등(2011)은 Ohlson(1995) 모형

을 이용하여 자산재평가 정보가 주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 고, 자산재평가차액이 가치 련

성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6,8]. 김문

태와 김 아(2011)은 자산재평가차액이 주가에 미치는

향을 사건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검증하 는데, 자산

재평가차액이 주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것을 확인

하 다[9]. 그들은 자산재평가 실시 동기에 따라 자본시

장의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 는데, 부채비율이 높

은 기업과 손실을 보고한 기업 등이 재무정보에 한

정 평가를 얻기 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을 때, 시장

은 정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태 등

(2012)은 자산재평가 실시 기업의 장단기성과에 한연

구를 수행하 는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해

자본시장은 단기 으로 정 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

러한 자산재평가 정보가 일시에 반 되지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본시장에 반 되는 것을 확인하 다[10].

자산재평가가 회계정보의 질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홍기 등(2012)은우리

나라의 감정평가시스템을 검토하여 자산재평가의 신뢰

성을 검증하 는데, 우수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기업, 재평가

상자산의 비 이 높은 기업, high-tech 산업인경우 공시

지가 비 재평가 액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

고, 감정평가인이나 기업의 동기에 따라 자산재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

다고 주장하 다[11]. 최국 과 손여진(2011), 정주렴 등

(2013)은 목 합성의 에서 자산재평가가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작용하는지를 재

무분석가 이익 측치의 편의와 오차를 사용하여 검증하

는데, 최국 과 손여진(2011)은 자산재평가가 재무분

석가 이익 측치의 편의와 오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

타냈고, 정주렴 등(2013)은감소시키지 않는 결과를 보고

하 다[12,13].

기존 선행연구에서는재평가정보가 질 특성, 재무분

석가 이익 측치 편의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재평가 정보가 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측정하여 재평가의 효과를 간 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재평가 정보가 정보량에

미치는 향을 직 검증했다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  계

3.1 가  

자산재평가는 역사 원가로 기록된 장부가치를 실제

가치에 근 한 공정가치로 환하는 활동이므로, 자본시

장이 자산재평가를 시성이 낮은 정보가 시성이 높은

정보로 환되는 활동으로 인식한다면 추가정보로 작용

될 수 있다. 투자자는자산재평가 이 에 해당 자산에

한 실제가치에 한 평가에 있어서 확률 으로 측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은 투자자가 보유한 정보에

기인하여 단되므로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보유자

간의 측정확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자산

재평가 이후에 해당자산의 가치가 실제가치에 근 한 공

정가치로 보고되면,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보유자

간의 실제가치에 한 측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

므로, 결과 으로 실제가치에 한 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보유자 간의

정보비 칭이 감소할 것이다. 자산재평가 이 과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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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에 한 소량정보보유자의 정

보량 비율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자산재평가 이 에 다량의 정보를 보유한 다량

정보보유자와 소량의 정보를 보유한 소량정보보유자 간

의 정보격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각정보보유자의 정

보량 은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 다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

  : 소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

자산재평가 이 의 다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에 한

소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 비율(이하, 정보량 비율)은




으로 표 할 수 있다.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

보유자가 자산재평가 정보를 동일한 크기의추가 정보

로 인식한다고 가정하면, 자산재평가 이후의 두 정보보

유자의 정보량은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 (2)

여기서,  : 자산재평가로 인한 추가정보량

자산재평가 이후의 정보량 비율은 

 
으로 표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 이 정보량비율과 이후의 정

보량 비율의 차이는 식 (3)과 같이 개할 수 있다.

 

 




 

     

 

     

  

 
 

∵         

(3)

따라서 자산재평가 정보가 추가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 다량정보보유자 비 소량정보보유자의 정보량 비

율은 자산재평가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 으로 다량정보보유자 비 소량정보보유자의 정

보량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두 정보보유자 간의 정보

격차가 감소한다는 의미로서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이 감소하게 된다.

식 (3)을 살펴보면 자산재평가 후의 정보량 비율 차

이는 추가정보량 에 비례한다. 따라서 가 0인 경우,

자산재평가 후의 정보량 비율 차이는 없다. 가 0인

경우는 자산재평가를 자본시장이 추가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 이라면

자본시장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즉각 으로

반 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실제가치를 변

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수치변경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이 자산재평가 이 에 자산의 실제가치를 악

하고 있다면 자산재평가 정보는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

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은 자산재평가를

추가 정보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추가정보량 가 0이

되고, 자산재평가 후의 두 정보보유자 간의 정보량 비

율 차이는 없다.

간단히정리하면, 자본시장이 자산재평가를 추가 정

보로 인식한다면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보유자 간

정보격차가 좁 져서 정보비 칭이감소한다. 이와 달리,

자본시장이 자산재평가를 추가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다면 다량정보보유자와 소량정보보유자 간의 정보격차

가 유지되고 정보비 칭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산재평가 이후에 정보비 칭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면

자본시장에서 자산재평가를 추가 정보로 인식한 것으

로 단할 수 있고, 정보비 칭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자

본시장에서 자산재평가를 추가 정보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 이후 정보비 칭이 감소하 는

지를 확인하여 자산재평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산재평가 이후에 정보비 칭이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

면, 이러한 결과는 자산재평가가 시성 높은 정보를 제

공하여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이후에 정보비 칭이 감

소한 결과는 자산재평가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

보로 작용할 것이라는 도입 취지를 지지하는 실증 증

거가 된다. 이와 달리, 자산재평가 이후에 정보비 칭이

감소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

장이 자산재평가 정보에 해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지



K-IFRS에 따른 형 산 재평가 보가 보비대칭 감 에 미치는 향 167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이후에

도 정보비 칭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효율

시장가설에 따라 자본시장은 이미 자산의 실제 가치에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회계 수치의 변

경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 제

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증 증거가 된다. 자

산재평가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서 자산을공정가치로 재평

가하는 활동이지만, 실제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지 않고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자산

재평가는 단순히 재평가 련 비용만발생시키는 활동이

며 주주가치에 반하는 행 이다. 자산재평가와 정보비

칭 간 계에 두 가지 이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모형>

      

가설 :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은 자산재평가 이 과

이후에 차이가 없다.

3.2 연  계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 후의 정보비 칭 차이를 검

증하여, 자산재평가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원칙 으로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 (K-IFRS)의 의무도입이 정되었

으므로 2011년부터 유형자산 재평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융 기에 따른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를 완화하

는 측면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K-IFRS) 제1016호

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 서 제5호 ‘유형자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2008년 12월 31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유형자산 측정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개정된 기업회계기 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이더라도, 국제회계기 을 도입하는 시 에 다시 원

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 기간을 기업회계기 서 제

5호의 변경으로 인해 재평가모형의 선택이 가능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첫 번째 자산재평가 기간,

K-IFRS 도입으로 인해 재평가모형 선택이 가능한 2011

년부터 2014년까지를 두 번째 자산재평가 기간으로 단

하고1), K-IFRS 의무도입 이 기간과 이후 기간의 두

기간을 따로 표본으로 구성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 재평

가 이후 정보비 칭의 차이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Corwin and Schultz(2012)가 제시한 정보

비 칭 측정치를 사용한다[14]. 우리나라의 정보비 칭

연구에서는 정보비 칭 리변수로 주로 사용하는 변수

는 재무분석가 수, 재무분석가이익 측오차, 일별종가기

매수매도호가 스 드 등을 사용한다. 정은희와 우

용상(2015)은 재무분석가의 수나 이익 측오차의 경우

결측치가 많은 단 이 있고, 매수매도호가 스 드는

일별종가만을 기 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Corwin and Schultz(2012)의 정보비 칭 측정치는 일별

주가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감소시키고 최고가와 최 가

를 사용하여 일 기업 스 드를 포 하는 장 이 있

다고 주장했다[15].

Corwin and Schultz(2012)는 일반 으로 인정되는 2

개의 가정에 근거하여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

(high-low spread estimator)를 개발하 다[14]. 첫 번째

가정은 일 최고·최 가 비율(high to low price ratio)이

주가의 실제 변동성과 매수매도 호가스 드(bid-ask

spread)를 포함한다는 가정이며, 두 번째 가정은 최고·최

가 비율의 요소 에서 변동성은 거래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호가스 드는 거래기간과 상 없다는 가정

이다. 그들은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가 기존의 다

른 측정치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 으며,

일 거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연구에서의 활용이 용이

하다고 주장했다. 한, 규모 표본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산출할 수있으며, 구조가다른 많은 시

장을 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rwin and

1) 2009년과 2010년을 회계연도로 하는 재무제표는 K-IFRS를

조기 도입하여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기업회계기 을 사용한 기업과 K-IFRS를 사

용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은 재무상태 완화의 목 보다는 성과측청치 향상(최성

호, 등; 2011), 흑자 환(조성표 등, 2013) 등의 목 으로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IFRS와 기업회계기 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에서 기업 상황에 유리한 회계기 을 선택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의 동기가 재무상태 완화를 목 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보다는 정상 으로 K-IFRS를 도

입한 기업과 실질 으로 유사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기본 으로 K-IFRS 도입 후로 기간을 나 어 분석하

으며, 추가분석에서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을

K-IFRS 도입 이후 기간의 표본에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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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tz(2012)의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산출된다. 개별기업-연도 표본별로일별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의 연평균을 계산하여, 개별 표본의

스 드 측정치로 사용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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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일의 최고가,  

 : t일의 최 가

   
 : t+1일의 최고가,    

 : t+1일의 최 가

    
 : t일과 t+1일의 2일 동안의 최고가.

    
 : t일과 t+1일의 2일 동안의 최 가

본 연구의 목 인 자산재평가가 정보비 칭을 완화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한다.

       

   

     

여기서,  : Corwin and Schultz(2012)의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

 : 재평가모형을 선택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부채를 자산으로 나 백분율

 :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 백분율

 : 일별주식수익률의 연간 표 편차

 : 일별거래량의 연간 평균

종속변수인 는 Corwin and Schultz(2012)의

최고·최 가 스 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개별 기업-

연도별로측정한 정보비 칭 변수이다. 은 가설

검증변수로서, 해당 기업-연도 표본이 재평가모형을 선

택하 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의 회

귀계수 추정치 이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면 자

산재평가 이후 정보비 칭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재평가 정보에 해 자본시장

은 목 합한 정보의 추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평가모형 선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면 자산재

평가 이 과 이후의 정보비 칭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장이 자산재평가를

역사 원가에서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변

경하는 행 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재평

가모형은 효익이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 이므로 부

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산재평가와 정보비 칭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일

반 으로 사용한 다음의 통제변수를 본 연구에서도 사용

하 다(김정애와 최종서, 2011; 최국 과 손여진, 2011,

정주렴 등, 2013)[7,12,13]. 은기말총자산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으로서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해 사용한

다. 일반 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해 계자의 수가

많으므로, 기업 정보에 한 요구가 증가하여 공개되는

정보가 상 으로 많다. 따라서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

비 칭 차이를 통제하기 해 을 사용한다.

는 부채비율로서 자산을 부채로 나 값이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으로 불안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

아 정보비 칭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에 따

른 정보비 칭 차이를 통제하기 해 를 사용한다.

는 총자산이익률로서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

값이다. 일반 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성장성이 높

은 기업이므로, 기업의 미래 이익에 한 망의 차이가

클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을 통제하기 해 

를 사용한다. 은 일별주식수익률의 연간 표 편차

로서 수익률 변동이 크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업에

한 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가에

한 망 차이가 정보비 칭의 차이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을 사용한다. 는 일별 주식거

래량의 연간 평균이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

의 해당 주식에 한 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주가에 한 망 차이를 통제하기 해

를 사용한다.

3.3 연  본

본 연구의 표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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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표본기간을 2008년

부터 시작한 이유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한 회계연도

부터 유형자산 측정에 재평가모형의 사용이가능했기 때

문이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자산재평가 이

후의 정보비 칭을 측정하므로, 시 에서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연도가 2014년이기 때문이다. 12

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기

업, 매수매도호가 주가, 거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한 최종 표본은 최종 표본은 10,468개이며,

각 변수는 상하 1%로 극단을 조정하 다.

4. 실  

4.1 술통계량

표본기간을 K-IFRS 의무 도입 이 기간과 이후 기

간으로 분할하여 기술통계량을 Table. 1에 제시하 다.

K-IFRS 의무 도입 이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연도이며 표본 크기는 4,137개이다. 의무 도입 이후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4개 연도이며 표본 크

기는 6,331개이다.

두 기간 모두에서 부분의 변수들의 평균과 수

차이가 크지 않아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Var. Mean
Std.
Dev.

Min 1/4 Median 3/4 Max

pre-adopting K-IFRS (n=4,137)
SPRED 0.055 0.017 0.021 0.043 0.054 0.066 0.101

REVAL 0.080 0.373 0 0 0 0 1

ASSET 18.867 1.400 16.551 17.912 18.576 19.525 23.638

LEV 0.406 0.196 0.029 0.251 0.403 0.550 0.894

ROA 0.157 0.462 -1.497 0.010 0.092 0.256 2.390

VAR 12.536 8.548 1.262 6.320 10.499 16.398 44.035

TRD 11.726 1.797 6.931 10.625 11.908 12.964 15.473
post-adopting K-IFRS (n=6,331)

SPRED 0.049 0.016 0.021 0.037 0.046 0.059 0.101

REVAL 0.167 0.271 0 0 0 0 1

ASSET 18.962 1.378 16.551 18.024 18.683 19.634 23.638

LEV 0.392 0.207 0.029 0.222 0.390 0.547 0.894

ROA 0.118 0.476 -1.497 -0.019 0.068 0.223 2.390

VAR 10.123 8.159 1.262 4.590 7.606 12.904 44.035

TRD 11.718 1.700 6.931 10.757 11.841 12.832 15.473

주)  : 최고·최 가 스 드 측정치
 : 재평가모형을 선택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부채비율, 부채를 자산으로 나 값
 :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 값
 : 일별주식수익률의 연간 표 편차
 : 일별거래량의 연간 평균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4.2 상

K-IFRS 도입 이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분할하여

상 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다.

K-IFRS 도입 이 표본에서는 종속변수인 와

가설검증변수인  간에 유의한 계가 찰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 , , ,

는 모두 상과 같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K-IFRS 도입 이후 표본에서는 종속변수인 와

가설검증변수인  간에유의한 계가 찰되었다.

이 기간과마찬가지로통제변수인 , , ,

, 는모두 상과같은상 계를보이고있다.

상 분석 결과가 가설 설정 단계에서의 상과 다르

게 나타났다. 상 분석은 단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의한 향을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가 왜곡

될 수 있으므로, 다변량 분석인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4.3 회귀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회계연도는 2008년 12

월 31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가능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0년에 재평가했던 유형자산이라

도 2011년부터 K-IFRS로 회계기 을 변경하면서 다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에서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간을 분할하여 K-IFRS 도입 이

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 고, K-IFRS 도입 이후인 2011년부터 2014

년까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K-FIRS 도입 이 K-IFRS 도입 이 과 이후 모두 가

설검증변수인 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재평가가 자본

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F값이 유의한 값을 보이며, 설명력이

두 기간 모두 85% 수 이므로 본 연구의 모형이 정보비

칭 변화를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단된다.

패 분석은 개별 표본의 동 계를 추정 가능하며,

개체들 간의 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횡단면 시계열 데이터에 비해 변수의 변동성

이 더 많이 포함되어 추정량이 효율 인 장 이 있다(민

인식과 최필선, 2012)[16]. 각 기간의 표본으로 패 데이

터를 구성하여 패 분석 수행한 결과도 Table. 3에 함께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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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SPRED REVAL ASSET LEV ROA VAR

pre-adopting K-IFRS (n=4,137)

REVAL
0.016 　 　 　 　 　
(0.307) 　 　 　 　 　

ASSET
-0.529** 0.089*** 　 　 　 　
(0.000) (0.000) 　 　 　 　

LEV
0.139 0.285*** 0.245*** 　 　 　
(0.000) (0.000) (0.000) 　 　 　

ROA
-0.246*** -0.110*** 0.039*** -0.438*** 　 　
(0.000) (0.000) (0.000) (0.000) 　 　

VAR
0.897*** 0.003 -0.389*** 0.133*** -0.235*** 　
(0.000) (0.827) (0.000) (0.000) (0.000) 　

TRD
0.453*** 0.067*** 0.004 0.152*** -0.137*** 0.543***

(0.000) (0.000) (0.778) (0.000) (0.000) (0.000)
post-adopting K-IFRS (n=6,331)

REVAL
0.071*** 　 　 　 　 　
(0.000) 　 　 　 　 　

ASSET
-0.475*** -0.039** 　 　 　 　
(0.000) (0.017) 　 　 　 　

LEV
0.147*** 0.152*** 0.203*** 　 　 　
(0.000) (0.000) (0.000) 　 　 　

ROA
-0.233*** -0.077*** 0.096*** -0.394*** 　 　
(0.000) (0.000) (0.000) (0.000) 　 　

VAR
0.904*** 0.055*** -0.365*** 0.132*** -0.220*** 　
(0.000) (0.000) (0.000) (0.000) (0.000) 　

TRD
0.481*** 0.063*** -0.069*** 0.157*** -0.152*** 0.5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 * respectively represents significance level at 1%, 5%, 10%.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sub-samples from 2008 to 2010
Regression Fixed_Effect Panel Random_Effect Panel

Coef.
Std.
Err.

t p Coef.
Std.
Err.

t p Coef.
Std.
Err.

t p

REVAL 0.037 0.29 1.31 0.190 -0.109 0.33 -3.32*** 0.001 -0.021 0.28 -0.77 0.442
ASSET -0.300 0.09 -34.62*** 0.000 -0.357 0.50 -7.18*** 0.000 -0.317 0.11 -29.40*** 0.000
LEV 0.742 0.63 11.73*** 0.000 0.436 1.41 3.09*** 0.002 0.786 0.73 10.70*** 0.000

ROA -0.049 0.25 -1.95* 0.052 0.092 0.33 2.74*** 0.006 0.002 0.26 0.07 0.947
VAR 0.154 0.02 93.25*** 0.000 0.139 0.02 66.09*** 0.000 0.146 0.02 90.78*** 0.000
TRD 0.016 0.07 2.23** 0.026 0.035 0.16 2.11** 0.035 0.031 0.08 3.73*** 0.000
Cons 8.799 1.62 54.36*** 0.000 9.966 9.20 10.83*** 0.000 9.012 2.03 44.42*** 0.000

F= 3931.58 F= 1493.04 wald χ2= 19042.96

adj_R2= 0.85
within= 0.77 within= 0.77

between= 0.86 between= 0.86
overall= 0.84 overall= 0.84

n= 4,137 n= 4,137 n= 4,137

***, **, * respectively represents significance level at 1%, 5%, 10%.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sub-samples from 2011 to 2014
Regression Fixed_Effect Panel Random_Effect Panel

Coef.
Std.
Err.

t p Coef.
Std.
Err.

t p Coef.
Std.
Err.

t p

REVAL 0.030 0.30 0.99 0.320 -0.022 0.59 -0.38 0.704 0.031 0.40 0.76 0.445
ASSET -0.235 0.07 -35.85*** 0.000 0.036 0.41 0.87 0.385 -0.230 0.10 -22.63*** 0.000
LEV 0.572 0.44 12.86*** 0.000 0.149 1.00 1.50 0.134 0.483 0.61 7.96*** 0.000

ROA -0.006 0.19 -0.34 0.730 0.132 0.25 5.39*** 0.000 0.083 0.20 4.07*** 0.000
VAR 0.159 0.01 128.01*** 0.000 0.143 0.02 88.54*** 0.000 0.150 0.01 119.05*** 0.000
TRD 0.052 0.05 9.38*** 0.000 0.177 0.13 13.17*** 0.000 0.107 0.08 13.83*** 0.000
Cons 6.919 1.31 52.87*** 0.000 0.623 7.75 0.80 0.421 6.295 2.01 31.29*** 0.000

F= 5994.02 F= 3097.02 wald χ2= 27597.48

adj_R2= 0.85
within= 0.80 within= 0.80

between= 0.76 between= 0.84
overall= 0.78 overall= 0.85

n= 6,331 n= 6,331 n= 6,331

***, **, * respectively represents significance level at 1%, 5%, 10%.



K-IFRS에 따른 형 산 재평가 보가 보비대칭 감 에 미치는 향 171

K-IFRS 도입 이 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효과를 고

려한 패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의 회귀계수

추정치의 계수값이–0.109이며t값이–3.32로서 1%수

의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를 고려한 패 회

귀분석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타났다. K-IFRS

도입 이 의 결과를 종합하면 회귀분석은유의하지 않았

으며, 고정효과는 유의한 음(-)의 값, 확률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값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결과와 고정효과모

형의 결과 에 어느 것이 더 효율 인 추정치인지에

한 단은 개체의 고정효과가 0이라는 귀무가설

(    )을 기각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단할 수 있

는데, F값이 2.96으로서 1% 수 에서 기각되므로 고정효

과를 고려한 패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결과가더 효율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 인지에 한 단은 개별 변수

와 개체별 오차항 간 공분산이 0이라는 귀무가설

(   )을 기각할 수 잇는지에 따라 단할 수

있는데,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가 118.18로서

1% 수 의 유의한 값이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

정효과모형의결과가 상 으로 하다고 볼수 있다.

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에서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K-IFRS 도

입 이 의 자산재평가는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  간

의 상 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패 분석에서

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유의한 음(-)의 값이 나

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상 계가 두 변수 사이의 단변

량 분석이지만, 이를 통제하기 해 통제변수가 추가되

었고, 패 분석을 사용하면서 개별 개체의 특성, 시계열

변화 정보 등의 추가 정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

라진 것으로 단된다.

은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

났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해 계자가 많아지므로 정

보비 칭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다. 는 유의한 양

(-)의 값이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

무부실의 가능성이 높아 정보의 비 칭이존재하는 것으

로 볼 수있다. 는 체 으로 양(+)의 유의한 값이

나타났는데,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체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를 달할 충분한 시

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 주가변동성이

며 양(+)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시장 참여자들 간의 가격 합의의 수 이 낮으므

로 정보비 칭이 큰 것으로 단된다. 는 거래량으

로서 주가변동성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기업도 가

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비 칭이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Table 4에서는 K-IFRS 도입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 가설

검증변수인 의 회귀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있다. 모든 모형에서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K-IFRS 도입 이후의 자산재

평가는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K-IFRS 도입 이후 기간의 과  간의

상 계는 양(+)의 유의한 값이 나타났는데, 회귀분석

의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 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통제변

수의 향, 패 분석을 사용하면서 포함한 개체별 특성,

시계열 변화 정보 등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면서 다른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IFRS 도입 이 기간은

상 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음

(-)의 유의한 값이 나타났고, IFRS 도입이후 기간은 상

계에서는 양(+)의 유의한 값이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 모

두 음(-)의 방향으로 결과가 변경되었는데, 통제변수와

개체 특성 등이 상 계에 포함되지 않아 두 변수 간의

상 계가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단된다.

결과를 종합하면 K-IFRS 도입 이 에 수행한 자산재

평가는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K-IFRS 도입 이후의 자산재평가는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K-IFRS 도입

이 과 이후의 자산재평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

는 K-IFRS 도입 이후 공정가치 평가에 한 인식이 확

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K-IFRS 도입 이 에는 유

형자산을 역사 원가로 평가했고 공정가치로 재평가 하

는 것이 지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의

실제 가치에 한 고려를 일상 으로 하지 않았을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시장에서 알

지 못했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자

본시장은 추가 정보로 인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K-IFRS 도입 이후에는 공정가치에 한 인식이 확산되

었기 때문에,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에 한 근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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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습득한 상황에서해당 유형

자산의 재평가 정보를 자본시장에 달한다면, 자본시장

은 재평가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지 않아 정보비

칭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 칭을 감

소시키는지를 검증하 으며, K-IFRS 도입 이 과 이후

로 기간을 분할하여 기간별로 검증하 다. 검증 결과

K-IFRS 도입 이 의 자산재평가는 정보비 칭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 이후의 자산재

평가는 정보비 칭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FRS 도입 이후의 자산재평가가 정보비 칭을 감소

시키지 못한 결과는 자산재평가 정보에 해 자본시장이

추가 인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공정가치를 단하기 해 많은비용이 발

생하는 활동이지만, 자산재평가 수행의 목 과 달리 자

본시장에서 이를 추가 정보로 인식하지않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후에 원가모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주기

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비용이 지속 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 자는 기업의 실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제 효익이 상되는 경우에한해서만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역사 원가에서 공정가치로 변경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는 추가 인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자산재평가

에 해 단순한 도우드 싱(window dressing)으로

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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