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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업자산에 있어서 기업부동산비율이 자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상당한 비 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동산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 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IFRS

도입 후,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기업부동산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1016년

사이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기업가치간의 련성을 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독재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 이 높

을수록 기업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부동산비 을 히 가져감으로써 기업가치

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이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요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 : 기업지배구조, IFRS(국제회계기 ), 기업부동산,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기업가치

Abstract  Despite the fact that corporate real estate ratio accounts for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assets, such 

researches and studies are lacking and there is not enough such policies to utilize real estate more effectively in 

Korea. In particular, after IFRS adoption, the owner and manager needs to utilize corporate real estate assets as the 

assets are revalu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real estate 

holding policies and firm value based on financial data from 2010 to 2016.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ed that more Dictatorship Portfolio, the higher proportion of corporate real estate holdings. Next, the 

higher proportion of corporate real estate holdings, the lower the firm value. This study suggests that corporate real 

estate is recognized an important factor and should have proper holding ratio. I will continue my research to show 

that the corporate holding policies are an important asset impact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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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과 연 목적

부동산이란, 토지 그 의 정착물을 말하며, 기업이

사업 는 투자를 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을

기업부동산이라 말한다. 기업의 자산 기업부동산이

차지하는 비 한크고[1], 그에 한자산평가로인해

기업가치나 주가에 향을 미치는 일이 지 않다. 기업

부동산 정책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기업부동

산 련 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상장된 기업들

25%의 비 으로 기업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2,3],

국에서는 자산 30～40%의 비 으로 기업부동산을

보유하고[4], 아시아권에서 기업부동산정책이 발달된 싱

가폴, 홍콩 등의 기업들 한 평균 30%의 비 으로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한 유가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평균 24% 이상 기업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5]. 기업부동산의 높은 자산 비 으로 APT(재정가

격결정이론)에 따른 과수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나

의 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며[6],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역할에 따라 기업의 경 성과나 기업가치의 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외환 기와 융 기 후, 기업의 도덕성이 도

마에 오르며, 지배구조개편과 더불어 회계방식 한 기

존의 GAAP방식에서 국제기 에 부합하는 IFRS1)를 도

입하게 되었다[7]. 즉, 원칙 심의 회계기 체계를 가지

고, 연결재무재표를 심으로 재무제표를 구성함으로써

회계조작의 험성을 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8].

그동안 부동산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연구는 있지만

[9], 이러한 지배구조의 개편과 IFRS도입 후기업의 투명

성과 기업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해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부동산 보유비 기업가치와의 련성이어떻게 향

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이에

한 련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 이 무

엇인가? 에 한 질문에서 본 연구를 하고자 하 다.

그동안 기업부동산에 한연구가 활발하고, 기업부동

산정책에 한 체계가 갖추어진 유럽, 미국, 싱가폴, 홍콩

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

계기 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가 기업의 회계처리와재무제표에 한 국제 통

일성을 높이기 해 재정한 국제회계기 을 말한다. 국내에

는 2009 부터 국내 상장사에 순차 으로 도입했으며, 2011

년도에는 의무 으로 모든 국내 상장사에 도입이 되었다.

에서는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며, IFRS이후의 련성을 다룬 연구는 없어 기업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편 IFRS를 도입하

는 사회분 기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보유정

책 기업가치와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부

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유리한지에 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2 연 방법 및 논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비 융권 기업을 상

으로 IFRS도입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

업을 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론 배

경에서는 각 키워드에 한 의미를 구체 으로 다루고,

실증분석에서는 설계모형, 표본수집과정을 설명하고, 결

과에서 요약·분석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적 배경

2.1 업지배 조

기업지배구조란 기업경 의 통제시스템으로 기업의

경 는 기업의 이해 계자들의 이해 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 장치나 운 기구를 일컫는다.

Wiliamsom(1983)은 지배구조를 리인문제(비용), 거래

비용과 연 지어 경 자의 행 를 감시, 규제하는 메커

니즘이라고 하 고[10], 이와 같은 개념으로 Farinha[2003]

는 경 자의 행 를 감시하는 제도 장치가 주인- 리

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것이 기업지배구조를 설명한다

고 하 다[11]. 왕윤종·이정 (1997)은 경 진의 선임과

경 진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는 체제로 의의 개념

으로는 주주, 경 진과 이해 계자들 간의 지배권을 조

정하고 규율하는 운 메커니즘을 말하고, 의의 개념으

로는 기업경 에 한 통솔체제와 경 진에 한 향력

을 결정짓는 기업 통제권의 구조를 의미한다고 하 다

[12]. 앞선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라 넓게는 기업투자

자 는 감시기 으로부터 기업경 자들이 이해 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해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

제하는 체계를 의미하고, 좁게는 기업경 과 련된 의

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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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업 동산 및 업 동산 정책

기업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인 자산

을 말하며, 연구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Noha(1993)은 기업부동산을 부동산업을 주사업으로 하

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사업이나제품제조를 목 으로

사용하는 건물,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라고 정의하 고

[13], 정완성(2010)은 기업부동산이란 부동산 운 과 투

자를 주목 으로 하는 기업을 제외한일반기업이 이용하

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통칭한다고 하 다

[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유동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과 건설 인 자산으로 한정한다. 기업부동산을 사

업 의 수단으로 는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으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부동산과 사업부동산으

로 나 어 분석한연구결과도 있다[14,15]. 이러한 기업부

동산은 그 보유정책 사 방향이나 취지에 따라 기

업가치에 다양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3 IFRS도 배경

우리나라는 1996년 외환 기와 2007년 융 기를 겪

으면서 많은 외국의 자본과 투자자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기업의 재정투명성과 국제기 에 부합하는 제도마

련의 필요성으로 2009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11년도 국

내 모든 상장사들이 의무 으로 도입하도록 하 다. 최

, 박종일, 최성호(2013)는 IFRS도입으로 회계의 질이

개선되고, 재무 정보환경이 나아져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해 자산을 활용을 하는데 있어 기업가치를 높

이기 해 노력한다고 하 고[16], 김용식·조상민(2014)은

IFRS도입으로 정보비 칭, 자본비용 감소로인해 자산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하 다[17]. Barth et al.(2008)은 이

러한 사회 제도변화로 IFRS도입 후의 회계의 질이 향

상되고, 기업의 재정투명성으로 내부 으로는 경 성과

를 올리고, 외부 으로는 정보비 칭의 해소로 자산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18].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IFRS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투명성과 신뢰도 공시제

도의 강화로 인해 기업부동산의 자산재평가로인한 향

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4 업가치

구승환·왕핑·장성용(2014)에 따르면 기업가치란 지속

으로 사업을 하기 한 가치평가인존속가치를 말

한다[19]. 그러한 기업가치에 한 측정을 주가정보에

한 변화량이나[20], 주가를 활용한 시장가치와 실질 기

업가치를 반 하는 장부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

으나, 기업가치를 명확한 기 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가치에 한 평가방법이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하며, 이러한 방법에는 수익가치법, 시장가

치법이 있으며, 지표로는 PER, EV, EVA, MVA 등이 많

이 쓰여진다. TobinQ는 기업의 시장가치와 기업 실물자

본의 체비용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 비율

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고 하 다. Q비율이 1보다 높으

면 투자를 늘리지만, Q비율이 1보다 작으면 투자를 멈춘

다[21]. M/B비율 한 TobinQ와 높은 련성으로인해

기업가치의 척도로써 이용되는 변수이며, 1을 넘으면 시

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높은 의미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게보는 경향이 있으며, 1보다 낮으면 시장가치가 실제

장부가치보다 낮은 의미로 미래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2.5 업지배 조, 업 동산 정책 및 업가치

 

2.5.1 업지배 조  업 동산 정책과  

연구자들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기업부동산정책에

미치는 향은 여러 견해를 보여 다. Jensen(1986)에 따

르면 주인- 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경 자의 향력이

높을수록 사 인 이익추구를 해 부동산보유비율을 높

인다고 보았으며[22], 김민체·김동욱·김병곤(2014)은 내

부지분율이 낮을수록 보상을 한 기업규모의 확장으로

부동산 보유율이 증가한다고 보았다[23]. 기업지배구조

에 따라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향을 끼치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반 으로 경 자 는 기업오 의 지분

율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독재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상한다.

2.5.2 업 동산 정책과 업가치  

Liow(2010), 강원철·고성수(2015) 등은 기업부동산보

유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5,6].

다른 견해로 Nappi-Choulet et al.(2009), 정완성(2010) 등

은 기업부동산보유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낮아지

는 상반된 주장을 하 다[1,24]. 선행연구에서 보듯 연구

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의 상

당수 기업들은 2014년도 자동차의 한 부지 매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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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 사업과의 연 성이 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

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IFRS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 기에 따라이러한 기

업부동산 자산이 기업가치에 부정 인 향을미칠 것으

로 상된다. 다음 실증분석에서 각 주요변수간의 분석

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업의 부

동산정책을 활용하는데 매우 의미있는연구라고보여진다.

3. 실

3.1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IFRS도입 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

융권 기업 기업부동산 소유기업 삼성 자, 자

동차를 비롯 500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을 상으로 총

2,536개(연도-기업)의 자료를 TS2000과 감원의 공시

자료를 통해 수집하여 패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

다.

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IFRS회계 시스템을 도입

한 상장기업

②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③ 비 융권 기업

④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이 있는 기업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2)은 Fig. 1과 같이 설정한다.

Coporate real-

estate policy

l CRER

Corporate

Governance

l OWN(+)

l FOR(-)

l OUT(-)

Firm

value

l M/B

H-1

H-2(-)

Fig. 1. Research Model 

2)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델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부동산 보유

정책에 한 향력과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이 기업가치에

각각 미치는 향력에 한 단계별 검증이며, 기업부동산 보

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매개효과에 한

검증이 아님.

3.2 변수측정

3.2.1 업지배 조 대리변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지배구조는 경 자의 권한과

이를 통제하는 감시기 에 한 메커니즘으로 경 자의

권한을 리하는 내부지분율, 이를 감시·감독하는 기

을 리하는 외국인지분율, 사외이사비율이 자주 사용되

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 주주 특수 계인과 유가

증권상장기업의 10%이상 주주의 경 참가율이 90%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10%이상 주주에 한 지분율도 포

함하 다[25].

외국인지분율은 TS2000의 자료를 참고하고, 사외이

사비율은 Krishna Reddy et al.(2011), Bhagat &

Bolton(2008), 박양균(2004)등 많은 연구자들의 조작

정의와 같은 등기이사 비상근이사의 비율로 측정하

다[26-28].

3.2.2 업 동산 보 정책 대리변수

기업부동산정책은 기업가치와 경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ow

& Ooi(2004), Brounen et al.(2005), Nappi-Choulet et

al.(2009), 정완성(2010), 김민체·김동욱·김병곤(2014)등이

조작 정의를 통해 리변수로 사용한 기업부동산 보유

비율을 사용한다[24,23,29,30]. 부분의 앞선 선행연구에

서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로 정의된 경

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설 인 자산도 사업용 부

동산의 자산 의미를 부여하여 사업용부동산에 포함하

다. 이에 기업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기업부동산보유비율 = (사업용부동산+투자용부동산)/총자산

(사업용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건설 인 자산)

3.2.3 업가치 대리변수

M/B비율은 TobinQ와 높은 련성으로 인해 기업가

치의 척도로 자주 이용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업가치의 리변수로 M/B비율을 사용하 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M/B비율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총부채의 장부가치)/

총 자산의 장부가치

3.3 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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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가 1에 대한 연 형

설명변수는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리변수로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OWN(내부지분율), FOR(외국인지

분율), OUT(사외이사비율)을 사용한 GOV(OWN, FOR,

OUT) 변수로 종속변수는 기업부동산 리변수로 많이

이용되는 CRER(기업부동산 보유비율)을 사용한다. 각

조작 정의를 통한 회귀식은 식(1)과 같이 설정한다.


 

 
 











(1)

CRER(Corporate Real Estate Ratio): 기업부동산 보

유비율

Gov(Corporate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 Own(Ownership): 내부지분율

- For(Foreign ownership): 외국인지분율

- Out(Outside Directors ratio): 사외이사비율

Lev(Leverage): 기업 i의 t년도 부채비율

Size: 기업 i의 t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수

ROA(Return on Asset): 기업 i의 t년도 총자산 비

순이익률

CFO(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기업 i의

t년도

업 흐름

Grow: 기업 i의 t년도 매출액기 성장률

Big4: 4 형회계법인

ID(Industrial Dummy): 산업더미

YD(Yearly Dummy): 연도더미

회귀식(1)에서 Lev는 부채비율, Size는 기업규모,

ROA는 기업성과, CFO는 업 흐름, Grow는 성장률,

Big4는 형회계법인 더미변수 산업더미, 연도더미를

사용하여 기업지배구조 이외의 부동산보유비율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각각 통제하 다.

3.3.2 가  2에 대한 연 형

설명변수는 CRER으로 종속변수는 M/B비율을 사용

한다. 각 조작 정의를 통한 회귀식은 식(2)와 같다.

 
 

 
 







 

 




(2)

M/B: M/B비율로 김민체·김동욱·김병곤(2014), Feng

et al.(2005)등이 산출한 식에 따름[21,29]

RDCOM(R&D, Commercial): 기업 i의 t년도 총자산

비 개발 고비용

회귀식 (2)에서는지배구조에 의한 향력을 통제하기

해 통제변수로써의 GOV변수를 사용하고, 더불어 개발

고비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하기

해 RDCOM(개발 고비) 변수를 사용하여 통제하 다.

3.4 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3표 편차로 양 극단치를 제거한 후,

SPSS v.20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3.4.1 술통계량  결과

각 변수들의 련성을 검증하기 앞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성과 기업

련 상황을 반 으로 악하기 해 기술통계량을 분석

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Min Max Mean Std. D

CRER .34 80.42 25.76 14.49

OWN .00 76.79 30.73 17.06

FOR .00 67.83 11.47 14.03

OUT .00 75.00 37.79 16.41

LEV 8.35 95.25 48.34 18.50

SIZE 17.17 25.70 20.39 1.62

ROA -39.97 21.60 2.35 6.76

RDCOM .00 13.58 1.28 1.98

CFO -21.61 26.98 4.78 6.82

GROW -71.11 143.43 5.61 19.79

BIG4 .00 1.00 .72 .45

Valid N 2,51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반 으로 지배주주의 평균지분율이 30%를넘고, 외

국인지분율이 상 으로 낮으며, 이를 견제하는 사외이

사비율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기업부채나 흐름 기업의 성장성은 양호하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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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개발 회사를 알리는 노력은 다소 조해

보인다.

3.4.2 패널회귀  결과

본 연구에서는 IFRS도입 후, 기업지배구조가 기업부

동산보유정책에 미치는 향과 기업부동산보유패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그 결과를Table 2와같이 정리

하 다.

Model

Panel(1) Panel(2)

CRER M/B

B(�) t(P) B(�) t(P)

16.718
3.55
(.000)
***

2.111
12.31
(.000)
***

CRER - - -.005(-.123)
-6.18
(.000)
***

OWN .045(.053)
2.70
(.007)
***

.001(.032)
1.67
(.096)
*

FOR -.075(-.072)
-2.98
(.003)
***

.007(.185)
7.87
(.000)
***

OUT -.030(-.034)
-1.57
(.117)

.003(.091)
4.30
(.000)
***

LEV .032(.041)
1.80
(.072)
**

.003(.114)
5.16
(.000)
***

SIZE .668(.075)
2.64
(.008)
***

-.075(-.217)
-7.94
(.000)
***

ROA -.030(-.014)
-.56
(.576)

.006(.078)
3.27
(.001)
***

RDC - - .048(.169)
8.38
(.000)
***

CFO -.007(-.003)
-.14
(.888)

.004(.044)
1.95
(.051)
*

GRO -.021(-.029)
-1.42
(.157)

.002(.063)
3.19
(.001)
***

BIG4 -3.97(-.123)
-5.53
(.000)
***

-.036(-.029)
-1.34
(.181)

ID Included

YD Included

F 11.327(.000) 15.842(.000)

adj.R² .112 .158

Note: All factors of VIF are less than 10. ID is industrial dummy variable
and YD is yearly dummy variable. Dependent variable of panel(1) is CRER
and dependent variable of panel(2) is M/B. The P-value of *, **,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10%, 5% and 1% confidence level respectively.

Table 2. Panel Regression Results

체 인 모형 합도에서 Panel(1)과 Panel(2)의 체

인 P값이 0.000으로 1%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보

으며, 수정된 R제곱값이 Panel(1)에서는 0.112로 11.2%로

Panel(2)에서는 0.158로 15.8% 설명력을 보여 다소 조

한 값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Sing & Sirmans(2008), 임형

주(2013), 김민체·김동욱·김병곤(2014) 등 다수의 회계

련 연구논문에서 6%에서 2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

어 모형 합도에서 만족한다고 단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23,25,32]. Panel(1)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과의 련성에 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설명변수를 살펴보면 OWN(내부지분율)은 기업부동산

보유비율(CRER)과 정(+)의 련성을 그 밖의 FOR(외국

인지분율)에서는 CRER과 부(-)의 련성을 보여 다.

이는 경 자의 권한이나 향력이 높을수록 사 이익추

구로 인한 기업규모의 확장으로 기업부동산을 늘리려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반 로 외국

인들은 이러한 경 자의 활동을 견제하려 함으로써 기업

부동산 보유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는 Feng et al.(2005)의 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

업부동산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다[31]. OUT(사외이사비율)에서는 비록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RER과 부(-)의 련성을 보여

반 으로 독재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율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Panel(2)는 CRER과 M/B와의 련성을 보여주는 결

과로 부(-)의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FRS도입 후, 재정투명성과 정보비 칭의 해소로 이어

지는 사회 분 기에 편승하여 기업부동산 자산이 기업

의 사업 는 기업성과와 계가 없을 때에는 기업

가치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다. Liow(2010), Brounen et al.(2009) 등 IFRS도입

일반 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경

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6,29].

4. 결

본 연구에서는 IFRS 도입 후, 기업의재정투명성과공

시의무가 요구되어짐으로써 자산이 재평가되고, 정보비

칭성의 해소가 되는 시 에서 기업지배구조, 기업부동

산 정칙 기업가치와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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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째,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즉, 독재 지배구

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이는 경 자의 권한이나 향력이 높을수록 는

경 자의 활동을 견제하는 외국인이나 사외이사의 향

력이 낮을수록 기업부동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 자의

사 이익추구나 규모의 확장을 해 부동산을 보유하려

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둘 째, 기업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기업의 자산이 높으면 기업가치가높아지는 경향이

많지만, 기업부동산 자산이 기업의 사업 나 경 성과

와의 련성이 낮으면 오히려 기업가치에부정 인 인식

을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에 따라 부동산정

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

냐에 따라 기업가치에 다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부동산 리를 통해 기업가

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따라서 기업부동

산은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기업가치를 높여 수 있는

요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한 비 으로 보유함으로

써 략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IFRS도입 이 후의 자료로만 수집하여 IFRS이 과 이후

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에 미치는 향과

기업부동산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각

단계별 분석만 실시하여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략에

따른 매개 효과를 보지 못 한 한계 한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IFRS도입 ·후에 한 비교와 AMOS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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