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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ng-Keun,Yu
Advisor:Prof.Kae-WonLe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ChosunUniversity

Thesedays,manymergersandacquisitionshavebeenattemptedasone
method ofbusiness growth and reorganization,which have caused many
problemsinevaluationofbusinessvalues.Therefore,investorshavehadmany
difficultiesinestimatingvaluesofmergers.
Therefore,thisstudyaimstoprovideinformationforinvestorsbyexamining
therelationsbetween EVA ofmergersand priceearning ratio(PER),and
demonstratetheeffectofpublicannouncementofmergers.Forthepurposes,
thisstudysummarizestheresultsofaregressionanalysisandthedifference
inpre&postmeansasfollows: First,asaresultoftheregressionanalysis
beforeamerger,EVA hadastatisticallyinsignificantnegative(-)coefficient
whileithadastatisticallysignificantpositive(+)coefficientafterthemerger.
In the integrated pre&post regression analysis,EV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resultwith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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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itwasdemonstratedthateconomicaddedvaluecanbeusedasa
usefulinvestmentindexinselectingmergers.
Second,asexcessreturnonthefirstpublicannouncementofmerger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two days before the public
announcement,itissuggestedthattheeffectofpublicannouncementexists.
In considering theeffectofpublicannouncementofmergerregistration on
excessreturn,ithadastatisticallysignificantnegative(+)resultonlyonthe
dayofpublicannouncement (t=0),whichindicatesthatthereisnoeffectof
effectofpublicannouncementofmergerregistration.
Thisstudy haslimitationsasfollows:First,theperiodofsampling was

short,only two sessions.Second,as only Kosdaq marketwas used as
materialsofsampling, itisdifficultto generalizetheresults.Therefore,
furtherstudiesshoulddealwithevendataonthestockmarket,theperiodof
samplingshouldbeextendedandfeaturesofeachindustryshouldbeadded
fora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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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업인수․합병은 많은 기업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주요한
기업성장전략과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기업
성장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국내·외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이러한 기업성장에는 기업자체 내의 내부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내적성
장(internalgrowth)과 외부적으로 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하여 성장하는 외적성장
(externalgrowth)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기업인수․합병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외적 성장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M&A 시장은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 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면서

발달하고 있다.외환위기 이전의 국내 경제는 자원부족으로 인해 주로 정부가 경
제 발전을 주도하고 자원 배분의 역할도 하는 개발도상국형 이었다.이같은 경제
환경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빨랐으므로 기업 간의 자발적인 M&A 필
요성이 비교적 적었다.외환위기 이후에는 과거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
서 경제체질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시장기능이 강조되면서 민간 기업이 앞
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

적인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수단 중 하나로
M&A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있다.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 보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커다란 위험부담 없이 새로운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M&A는 기업지배의 수단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M&A를 통한 상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는 그
기업 자산의 이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특히 기업지배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제에서는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인수 혹은 취득(takeover)의 측면이 중요시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소유와 경영의 미분리,기업성장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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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창구의 미비,정부주도형의 제반 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특수한 경제 환
경 하에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M&A는 외국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배
경 하에서 고유한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M&A 행위는 타율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계열기

업간의 M&A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피인수기업보다는 인수기업이 협상을 주도
하는 구매자시장이고,인수를 위한 경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상호
주식보유라는 가공적 확장수단이 많이 이용되어 온 점,부실기업을 구제하거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M&A가 많은 점 등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70∼80년대 추진된 정부의 제반 정책과 연관되는 바가 크
다.즉,그간의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운용,중소기업정책,중화학
공업 육성정책,효과적인 주식분산과 재원조달을 유도하지 못한 자본시장정책,외
형위주의 금융지원의 할당 등 왜곡된 금융정책 그리고 부실기업대책 등에서 연유
되고 있다.
2008년도 국내 M&A의 거래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의 우려 속에 2008년

3분기 까지 413억 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5억 8천 700만 달러보다
18% 감소했다.2001년 이후 국내 M&A시장에서 경영권 매각이후 기업가치가 가
장 크게 상승한 기업은 두산중공업(舊 한국중공업)으로 2001년 3월 두산그룹으로
인수될 당시 5천21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2008년 9월 현재 8조 5천 537억원으로 8년
만에 시장가치가 15배나 늘었다.
가치경영을 표방하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영성과 평가방식으로

는 EVA(EconomicValueAdded),MVA(MarketValueAdded),FCF(FreeCash
Flow),ROIC(ReturnOnInvestmentCapital)등이 있다.이 기업가치 평가지표 중
에서도 당기순이익에 자본조달비용을 함께 고려한 EVA가 기업의 시장가치인 주
가에 근거해 MVA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EVA와 MVA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 효율적 시장에서

의 주가는 미래의 모든 예상 현금흐름을 반영하게 되므로 MVA가 현재가치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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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미래의 EVA의 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그러나 MVA와 현재가치
로 할인된 미래의 EVA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미래기간이 현재와 관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또한,인플레이
션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EVA 측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연구발표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M&A와 EVA 및 MVA에 대해 고찰해 보고,EVA가 합병기

업의 주가수익률를 설명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여 향후 M&A 기업에
대한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추가적으로 합병기업의 공
시시점에서의 공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R과 CAR의 차이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사용하였다.분

석대상 기업으로 DART를 통해 얻어진 2007년도 코스닥 상장기업 중 인수․합병
이 종료된 62개사 중 47개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논문은 제1장에서 서론으로 연
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고,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로서 M&A 및 EVA와 MVA에 대하여 살펴보고,제3장에서 연구방법으
로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그리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고,제4장
은 실증분석결과를 기술하였으며,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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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M&A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M&A의 의의와 유형

(1)M&A의 의의

기업인수․합병(M&A :MergerandAcquisition,이하 M&A라 칭함)이란,기
업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두 개 기업 이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
는 매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따라서 M&A라는 용어는 기업합병,자
산취득,주식취득의 행위를 총칭한다.1)
기업결합은 결합 당사자들의 사적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하나 또는

복수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marketpower)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합병이란 이러한 기업결합 중의 일부분으로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지배력
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M&A의 유형

기업의 합병은 법률적으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신설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존 기업이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으로 법률적․실질적으로 포괄 승계된다.흡수합
병은 합병기업이 피 합병기업을 흡수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
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게 된다.

1)장영광,『현대재무관리』(신영사,2008),p.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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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볼 때 기업합병은 수평적 합병,수직적 합병,그리고 다각적 합병
으로 구분된다.수평적 합병(horizontalmerger)은 동일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합
병을 말한다.수직적 합병(verticalmerger)은 한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판매경로상
의 이전 또는 이후 단계에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으로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
차부품회사를 합병한다든지 또는 자동차판매회사를 합병하는 것 등이다.이와는
달리 다각적 합병(conglomeratemerger)은 생산이나 판매 면에서 상호관련성이
전혀 없거나,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형태이다.합병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과 법률적 절차를 거쳐 우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합병이란 용어를 넓은 의미로 합병과 인수 모두 포
함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기업의 인수 또는 매수의 경우는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

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자산취득에 의한 기업매수의 방법은 영업양도․양수에 의
하게 된다.영업양도는 신용․고객․공장․점포 등 영업용 재산과 종업원 및 경
영상의 노하우 등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물적 재산의 부분적 취득은 아니다.3)주식 취득에 의한 매수방
법에는 기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신주 발행주식의 인수에 의한 경우가 있
다.여기에서 기업 인수는 M&A의 과정적 측면을,기업 합병은 M&A의 결과적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넓은 개념으로는 사업분할,경영권 참여 등 기
업결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4)
한편,합병 당사자들의 거래의사에 따라 우호적과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 M&A란 매수기업의 매수활동이 피 매수기업 경영진의 동의하에 진행되어
협상을 통해 매수조건 등이 결정되는 M&A를 말하며,적대적 M&A는 매수기업
이 피 매수기업 경영진의 동의 없이 백지위임장 투쟁과 기업공개배수 등 강압적

2)박정식 외,『현대재무관리』(다산출판사,2003),pp.862-863.
3)갈정웅,『M&A의 모든 것』(서울 :명진출판,1991),p.48.
4)강천모,“기업인수․합병의 전략적 활용,”현대경제연구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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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의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M&A의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M&A의 분류5)

     2)M&A의 절차6)

기업의 M&A는 복합된 자산 형태로 구성된 법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M&A의 절차와 과정은 주어진 제반 여건과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M&A의 진행 절차를 일괄적으로 정형화 또는 표준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밟게 되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변형시킴으로써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M&A
의 수행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5)“박정식 외,op.cit.,p.866.”
6)김진태,“기업가치 평가모형에 기초한 기업가치와 주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EVA 평가방법과
FCF평가방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1998),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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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전 단계의 관리 (managepreaquisitionphase)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강점
(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에 대해 파악하여 회사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
다.그리고 목적에 맞는 대상 업종 및 기업의 특성을 결정하고 기초적 자금 조달
계획 등 M&A의 추진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M&A의 전략과 기준 설
정을 필요로 한다.기업은 M&A를 시도함에 있어서 신규 분야의 진출이나 경쟁
력의 강화와 같은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2)인수 대상기업의 검토 (ScreenCandidate)

이 단계에서는 M&A 목표에 부합되는 기준들을 근거로 후보기업들을 발견하
고 그 기업에 대한 탐색 및 선별 과정을 통하여 목표 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M&A에 있어서 그 대상 기업의 올바른 선정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후보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은 기업이 M&A를 통하여 기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시발점이 된다.

 (3)인수대상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 (ValueRemainingCandidates)

전 단계의 선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기업을 가능한 목표기업의 대상으로
하여 실행하게 되는 단계이다.목표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M&A라는 의사결정
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그러므로 이 단계는 M&A의 과정 중 가장 중
요하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협상단계 (Negotiate)

M&A 거래에는 복합된 자산형태로 구성된 법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수
자와 매도자의 입장에 차이가 생겨 거래가격이 원활히 체결되기는 어렵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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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거래 협상은 실제 M&A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협상단계는 자사의 최고 매수 호가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지불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협상 단계에서는 신중한 협상 전략
과 더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5)합병 후 통합 (ManagePostmergerIntegrate)

합병 후 인수를 위해 지불된 프리미엄을 가능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 인수 합
병한 기업에 대한 인수 후 통합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단계이다.기업의 성장 수
단으로서의 M&A는 거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인수자
의 입장에서는 M&A 거래가 완료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영관리,즉 인수기업과
인수 대상기업의 통합을 위한 사후관리가 시작된다.

3)기업공시정보 및 정보이론

(1)기업공시정보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시정보는 증권투자자와 관련된 경제사회 각종산업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시라고 할 수 있다.기업정보의 공시는 이해자 집단인 주주,증권투자자,종업
원,거래자,채권자,소비자 등이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공시가 요청되고 있다.
즉,기업정보는 이해자 집단의 의사결정의 매개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정보가 중심이 되는 증권투자정보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법 등 관계규정에서 핵심이 될 만큼 중요한 내용으
로 취급하고 있다.기업공시의 목적은 투자자보호에 있기 때문에 증권 가치를 판
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즉 투자의 판단자료를 일반대중에게 정기적 또는 수
시적으로 적시에 완전하게 공시하는 계속공시(continuingdisclosure)를 통하여 시
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일반 투자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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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Disclosure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
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즉 경영실적․재무상태․합병․증자 등 주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그리고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
도로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증권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7)
정보공시는 투자자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즉,투자자가 유가증권에 대하여 상대적인 투자가치의 판단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
자를 증권거래에 관한 착취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한다.즉,증권투자 판
단에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될 때 그것에 관한 거래의 착취적인 행위로부
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8)

(2)정보이론

정보이론은 합병협상이나 공개매수과정에서 생산된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
에 의하여 기업가치가 재평가된다는 것이다.즉,합병이나 공개매수 자체가 피인
수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함으로써 시장
이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 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
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정보의 비
대칭성)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인수 시도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함으
로써,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상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유도하거나,대
상기업의 경영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7)이미홍,“정정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조선대학교,2008),p.5.
8)김좌희,『현대증권학원론』,(무역경영사,1995),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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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그런데 강준구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M&A사례가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이므로 피인수기업
의 저평가 가설을 적용하기가 힘들고,그 측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한국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9)

4)선행연구

합병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김희석 등(2002)10)은 1981년부터 2000년
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합병제의기업 73개,합병대상
기업과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합병제의기업의 공시 전 -10일부터
+1일까지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5.4%이고,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IMF 이후 기간에서 합병공시에 따라 주주부(富)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요인들은 주주 부 변화의 적절한 설명변수가 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식 등(2003)11)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합병을 공시한 45개

합병제의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가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 부를 증가시켰는
지에 대해 시장모형(marketmodel)을 이용하여 분석했다.그 결과 첫째,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제의기업은 공시전후에 주주 부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기업보다는 벤처기업 주주들이 더 높은 초과수익률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
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내 대부분의 실증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종원(2006)12)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합병기업 중 109개사를 대

상으로 시장조정모형(marketadjustedmodel)을 이용하여 개별주식의 초과수익률

9)강준구 외,“기업집단과 대리인 문제:재벌 및 비 재벌 인수기업의 합병성과 비교연구,”재무연구,2001,
pp.49-88.

10)김희석,조경식,“합병관련기업 주주 부 변화의 결정요인”,재무관리연구,제19권 제2호,2002.
11)조경식 외,“코스닥시장에서합병고시가 주주 부에 미치는 효과”,경영학연구,제32권 제3호,2003.
12)김종원,“코스닥시장에서 비상장기업의 합병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성대학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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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한 후,표본의 평균초과수익률(AAR)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AR)을 산
정하여 합병제의기업의 합병공시효과 및 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그 결과 합병에 따른 새로운 주식대량보유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합병제의기
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Dodd(1980)13)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뉴욕증권

거래소 상장회사 가운데 합병이 이루어진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별주가자료와
시장모형을 사용하여 최초로 합병,공개매수 및 기업지배에 대해 연구하였다.그
결과 피합병기업의 경우에는 -1일 및 0일에 있어 평균예측잔차는 각각 8.74%,
4.3%이며 -1일의 t값은 23.8,0일의 t값은 11.71로 유의적 수준으로 正의 초과수
익이 발생하였으며,매수기업 전체 표본의 -1일 및 0일의 평균 예측 잔차는
-0.54%,-0.62%이며 t값은 -2.46,-2.83으로 유의성은 적더라도 負의 수익이 발생
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Asquith-Bruner-Mulins(1983)14)는 합병이 합병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련의 합병계획에 따른 합병의 순서와 피 합병의 크기 및 합병
의 시기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연구하였다.1963년부터 1979년까지 발생한 합
병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합병 기업의 경우는 -480일에서 -20일까지,-15
일에서 0일까지,합병완료일전 -15일부터 합병완료일까지의 초과수익률이 각각
+14.3%,-0.5%,+0.2%로 관찰되었고,합병대상기업의 경우는 각각 -14.1%,
+2.7%,+0.9%의 초과수익률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합병기업의 초과수
익은 피 합병 기업의 크기,합병 성공 및 시기(즉 1969년을 기준으로 이후의 시
기에서 더 큰 초과수익을 보임)와 正의 관계를 가지고 유의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합병의 순서와는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3)Dodd,P.,"MergerProposals,ManagementDiscretionandstocholderWealth",JournalofFinancial
Economics(June1980),pp.105-137.

14)Asquith,P.R.F.Bruner.,andD.W.Mullins,"TheGainstoBiddingFirmsfrom Merger",
JourmalofFinancialEconomics,(1983),pp.121-139.



- 12 -

Jensen& Ruback(1983)15)는 합병발표일을 연구 기준일로 1977년부터 1983년
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를 모집하여 표본수로 가중치로 두고 합병의 정보효과에
관한 모든 실증 연구를 종합하였다.피 합병회사의 경우 -1일부터 공시일의 이상
주가변동률은 +6.24% ∼ +13.41%이었고,가중평균은 +7.72%를 기록하였다.공시
일 전 약 1개월간의 이상주가변동률은 +13.30% ∼ +21.78%,가중평균은 +15.90%
이었다.합병회사의 경우 -1일부터 공시일 까지의 초과상승 수익률은 +2.0% ∼
+11.09%이었고,가중평균은 +0.05% 이었다.발표일전 약 1개월간의 초과 상승수
익률은 +2.0% ∼ +3.48%,가중평균은 +1.73% 이었다.
Healy,Palepu및 Ruback(1992)16)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의 공공산업

기업에서 합병이 완료된 50개 대규모 합병사례를 표본으로 하여 주가가 아닌 영
업현금흐름을 이용하여 합병기업과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성과를 측정하였다.
합병 전 -5년에서 -1년과 +1년에서 +5년까지의 영업현금흐름 수익률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합병기업은 산업평균에 비해 영업현금흐름 수익이 합병 후 증가하였
으며,이것은 자산의 생산성 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합병은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의 감소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므로 현금흐름의 증가효과는 장기적
인 성과를 희생한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그리고 합병 후 영업현금흐름의
증가와 합병 공시일 에서의 비정상주가수익률은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는데,이는 성과개선에 대한 기대가 합병공시시점에서 주가에 반영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5) Jensen.M.C.& R.S.Ruback,"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he Scintific
Evidence", JournalofFinancialEconomics,11,(April1983),pp.5-50.

16)Healy,P.M.,Palepu,K,G.,andRuback,R.S.,"DoesCorporatePerformanceImproveafter
Merger?",JournalofFinancialEconomics,31,(1992),pp.1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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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VA와 MVA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EVA

(1)EVA의 배경 및 정의

① EVA의 개발배경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목표 달성과 경영성과 측정
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기법들을 개발하여 왔다.이러한 각종 경영기법
과 주요 경영지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어떠한 배경에서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ValueAdded)가 ‘90년대 이
후의 주요 경영지표로써 자리를 잡았는지를 살펴보겠다.
1970년대는 EPS경영의 시대,1980년대는 LBO(LeveragedBuyouts)경영의 시대

였다.그리고 1990년대는 ROE와 EVA로 대표되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시대라
고 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경상이익의 증대를 통한 EPS의 향상이
곧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경상이익
의 증대 및 이익의 안정화를 위해 비 관련 업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복합화(Conglomerate)를 추진하였다.그러나 당초의 기대 대로 EPS는 안정적으
로 증가하였지만,대부분의 복합기업의 주가는 특정분야에 특화되는 등 유사업종
기업의 주가수준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1970년대에 EPS의 높은 증가율이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지지 않자,1980년대에

새롭게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 LBO(Leveragedbuyout)이다.LBO는 피 매수기업
의 자산이나 수익력을 담보로 한 부채에 의해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기업을
매수하고17),피 매수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이들 채무를 상환해

17)기업매수에 있어 LBO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천별로 살펴보면 기업매수자금 중 10%정도만이 자기자
본의 출자분이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차입과 정크본드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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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기업매수 방식이다.미국에서는 피 매수기업의 사업부문을 타 기업에 매
각하는 동시에 나머지 사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동 기업의 가치를 증
가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LBO기업의 경영효율화는 극도의 채무 레버리지 효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달

자금의 이자 및 원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면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영효율화의 강력한 동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즉,
기업가치의 원천은 회계상의 이익이 아닌 현금흐름(Cashflow)이고,기업의 이익
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즉 자본비용을 상회하지 않으면 가치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LBO기업에 있어서 주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이다.그러므로 경영자는

EPS를 높이기 위해 회계상의 이익증대를 도모하기 보다는 매기 거액의 이자지급
에 필요한 현금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이와 같이 명확히 인식된 자본비용을 상
회하는 현금흐름의 창출에 경영자는 전념하게 되었고,LBO기업의 가치는 상승하
게 되었다.LBO에 관한 실증연구결과18)에 의하면,LBO기업의 현금흐름은 매수
후 2∼4년 동안 평균 40% 증가하고,재상장한 LBO경영기업의 가치총액은 평균
235% 증가(시장상황변화를 고려하면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결국
LBO에 의한 기업경영은 다수의 미국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기업경영의 사고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단순한 EPS증대를 위한 이익의 확대가 아닌 투자자의
기대이익,즉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현금흐름의 증대를 기업재무의 목표달성을 위
한 표적으로 삼게 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
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1990년대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기업경쟁력강

화를 위해 적극적인 M&A 및 사업재편(Restructuring),연구․개발(R&D)에의 집
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이를 위해 투자결정,자금조달,경영성과평가 등에 있

18)山一經濟硏究所,“美國經營管理の 新潮流,”證券日報,1996.5.,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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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업의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은 한계점을 노출하기 시작하였다.예를 들면,개별 프로젝트의 투
자판단기준으로 이용되던 순현가법(NPV)은 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대해 대략
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이들 투자안의 수익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다.한편,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남
미 환위기 및 LBO 붐에 의한 기업의 채무과다와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경색현상
이 일어났다.이에 기업들은 부채변제를 우선시하는 한편,자기자본증대를 위해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자본조달을 추구하였다.이 시기에 전통적인 연기금
및 생명보험회사 외에 정크본드(junkbond)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관투자자가
성장하게 되면서,자본시장은 간접금융 위기의 상황에서 그 완충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성장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에 있어서도 간
접금융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선호됨에 따라 투자자본의 성과를 측
정하는 총자본이익율(ROA),자기자본이익율(ROE)등 투자자본비용을 중시하는
성과측정지표들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들 지표 역시 회계상의 이익에
기초한 것으로서 투자자,특히 주주의 투자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있
지 않다.또한,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각각 독자적인 경영지표들이 사용됨으
로써 경영성과평가에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따라서 주주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까지 고려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에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경영관리지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표가 바로 EVA였다.
EVA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SternStewart사가 당시의

LBO경영의 교훈을 기초로 새로운 경영관리지표로서 개발한 것이다.

② EVA의 정의

EVA란 기업 본래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 가치의 증가분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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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 공제된 잔여이익을 말한다.19)즉,채
권자와 주주라는 자본제공자의 리스크 부담에 대한 코스트와 공공서비스의 제공
자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세금을 차감한 순수한 이익으로,기업의 최
종적 리스크 부담자인 주주에게 전액 귀속되는 부분이다.따라서 EVA가 양(+)이
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
다는 것을 의미하고,EVA가 음(-)이라면 투자자들은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를 충
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므로 EVA는 기업의 가치창출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치 중심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기업재무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주 가치를 극대화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된다.이를 수식으로 나
타내면 아래와 같다.

EVA=세후순영업이익 -자본비용
=(영업이익 -법인세)-(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세후순영업이익 -(투하자본 ×가중평균자본비용)

결론적으로 EVA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한 자본에 대한 합당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성취된 이익의 양을 측정하
는 것이다.

(2)EVA의 정보 유용성

① 경영목표로서의 EVA

과거 기업의 목표는 외형 지표인 매출액과 순이익만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그 후 점차 비용관리가 중요시 되면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경상이익의 증대
가 기업재무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경상이익의 증대

19)김응한 외,“상장기업 EVA분석,”한국증권거래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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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복합기업(Conglomerate)화 전략이 성행하였다.그러나 경상이익 중심이
던 손익계산서의 관리시기가 퇴조하면서 기업분석에서는 자산이익률(ReturnOn
Assets:ROA),자본이익률(ReturnOnEquities:ROE)등의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함께 고려한 지표들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가치창조 관점의 경영이 기업경영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주주가 제공한 자기자본에 대해서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여 주주
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곧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개념이며,이를 위
해서는 재무제표 뿐 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본비용까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즉,기업가치 창조를 경영목표로 설정․관리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
은 EVA이다.
기업 재무성과 평가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 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재무성과평가의 발전단계20)

관 점 I/S B/S 가치창조
단 계 1 2 3 4 5 6
관리대상 수익관리 비용관리 ROA관리 ROE관리 ROIC관리 EVA관리

실무과제
부문별
수익배분,
간접부문의
수익결정

부문별
비용관리
(부문별
손익계산서
완비)

부문별
자산배분 - -

자본비용의
추계
(WACC)

비 고
손익을
고려하지
않음

투자효율을
고려하지
않음

자산의
배분이
비교적
용이

지표가
자본
구성의
영향을
받음

다음단계
로의

이행준비
완료

산정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움

자본비용을 지표에 반영하지 않음

20) 윤석길,“企業價値評價 指標로서 經濟的 附加價値의 有用性에 관한實證硏究”(碩士學位論文,大田大學
校,2005),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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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 투자지표로서의 EVA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주가지표로 삼는 것은 경제 여건에
따라 변해 왔다.1980년대에 투자기준은 유동성(시중자금)중심 이었다.국내 주식
시장을 개방한 1990년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가
치투자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즉 투자기업은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Ratio:PER),자기자본수익률(ReturnOnEquity:ROE),주가수익비율
의 성장률(PriceEarningGrowth:PEG)등이 기업분석 및 주식투자지표로 추가
되어 사용되었다.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ROE는 대차대조표상의 자
기자본을 경영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을 얻었는지,즉 투자효
율성 및 향후이익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다만,ROE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재투자 자원으로 실무상 사용되는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cashflow)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등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수정 ROE를 계산하여 이 값이 시중 실제 금리를 상회하면
투자대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PEG는 PER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이익만을 고려할 뿐 해당기업이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지표로써 PER를 기업의 성
장률로 나누어 성장성이 주가와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나타낸
다.또한,국내주식시장과는 달리 최근 미국에서는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EVA가 기존의 경영분석 지표인 EPS,PER,ROE등을 대신하여 기업
및 증권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왜냐하면 EVA는 주식시장을 매개로 하여
MVA(MarketValueAdded)의 예측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MVA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와 그 주식
에 투여된 자금의 차액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투자자가 그 회사에 투자한 자
금과 그들이 현재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과의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MVA는 투하자본(타인자본 +자기자본)의 시장가액에서 실제투하자금의 장부가
액을 차감한 금액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장래 EVA를 가중평균 자본비용(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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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costofcapital:WACC)으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된다.그러므로 EVA는
반드시 주가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가치의 증가없이 주가상승은 있을 수
없으므로 EVA가 주식투자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1)

③ 투자의사결정 기준으로서의 EVA

EVA는 영업자산의 가치를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EVA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은
기존의 NPV법이나 IRR법보다 더 나은 투자의사결정방법이 될 수 있다.일반적
으로 기업은 영업활동이 근본활동이며 이러한 기업 본연의 활동에 의한 수익력의
증가여부,곧 EVA의 증가여부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은 기업의 근본적인 수익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총자본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등 회계상
이익에 기초하여 투자자본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투자자의 투자자본
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용으로써 인식하지 못한다.
EVA는 투자자의 기대수익까지 반영함으로써 신규사업의 투자결정여부 심의시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투자결
정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EVA의 산출방법22)

EV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에서 투입된 자본에 대한 정당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에 산출되는 이익으로서,회계적 이익에 대한 정보와 요구
자기자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결국 EVA는 기업의 수익성을 주주의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한 개념이다.먼저 EVA의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23).

21)김회종,“經濟的 附加價値(EVA)와 株價와의 相關關係에 관한 硏究”(碩士學位論文,昌原大學校 ,
2004),pp.18-19.

22)"윤석길,op.cit.,pp.12-19."
23)강효석·남명수,“자본효율성 재고를 위한 가치창조경영의 도입,”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연구보고
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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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VA의 정의24)

 = Net Operarting Profit Less Adjusted Tax(NOPLAT) - Capital Charge

          = NOPLAT - WACC × IC

          = (NOPLAT / IC - WACC) × IC

          = (ROIC - WACC) × IC

여기에서,
IC(투하자본)=순운전자본 +고정자산 +기타 영업자산

= = 매출액×
매출액

= × + × ×(1- τ)

즉,위의 <표 2>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부채비중+ ×(1-부채비중)]]
EVA는 크게 세후순영업이익(NOPLAT), 투하자본(IC),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정확한 EVA산출을 위해서는 투하자본,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비용,그리고 세후순영업이익이 정확히
추정되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24)강효석·남명수,“자본효율성 재고를 위한 가치창조경영의 도입,”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연구보고
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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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EVA결정요인25)

① 세후순영업이익(NetOperatingProfitLessAdjustedTax:NOPLAT)

NOPLAT는 순수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세후 순 현금유입액으로 정의되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 및 비용 중 실제 사업 본연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항목을 차감하여 창출된 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NOPLAT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26)

가.EBIT(영업이익,또는 이자 및 법인세전 이익):EBIT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은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이자비용,영업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한 손익,특별손익,
비업무용 투자로부터 발생한 투자이익 등이다.특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차감항목이 되어야 하지만,영업권의 상각은 차감되어서는 안 된다.

25)강효석 외,『기업가치평가론』(홍문사,2001,제3판),p.40.
26)황선웅·신우용,“EVA와 주가변동간의 실증분석을 통한 한국에서의 주주자본주의에 관한 연구,”재무
관리논총,2004,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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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BIT에 대한 법인세 :총 법인세를 이자비용,이자수익,기타 영업외손실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의미)에 적용될 법인세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과 같다.
중요한 계정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NOPLAT의 계산
 매출액 - 매출할인

  - (판매관리비 - 무형고정자산상각27)

  - 감가상각비

  - 연구개발비상각

  = 세전영업이익

  - 법인세        

  = NOPLAT

② 투하자본(InvestedCapital:IC)

투하자본(IC)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된 자본을 의미한다.이는
주주의 입장이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측
정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본연의 영업을 위해서 투자한 자금을 말한다.28)자금조
달측면에서 보면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차입금,회사채 등의 부채와 자
기자본의 합계가 투자자본이 될 것이다.IC를 측정하는 이유는 기업 전체 자산을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정보이용
자에게 기업의 자금운용과 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IC를 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투자의 경제성분석시에 현금흐름의 추정은 영업상 현금흐름에
서 투자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의 투자비에는 영업 관련 고정투자비와 순
운전자본이 고려된다.

27)영업권,상표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상각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실제적 현금유출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즉 를 구할 때 역시 무형고정자산을 고려하지 않는데,이는 바로
와 의 일관성을 위해서임.

28)“김응한 외,op.cit.,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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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자본 = 투자비 + 순 운전자본

   여기에서, 투자비 = 영업관련 고정자산 + 영업관련 기타자산

             순운전자본 = 영업관련 유동자산 - 영업관련 부채

두 번째 방법은 자산을 중심으로 투하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투하자본 = 이자발생부채 + 자기자본 - 비 사업용자산

   여기에서, 이자발생부채 =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회사채 등으로  

                            채권자 투자액

             자기자본 = 주주의 투자액

             비 사업용자산 = 순수영업활동에 투자되지 않은 자산

세 번째 방법은 자본조달 측면에서 투하자본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투하자본 = 영업관련 자산 - 비 이자발생부채

   여기에서, 영업관련 자산 = 영업관련 유동자산 + 영업관련 고정자산

                           + 영업관련 기타자산

           비 이자발생부채 =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

③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AverageCostofCapital:WACC)

기업은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나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
며,자금을 사용할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
을 때에는 적절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에도 그 대가
를 지불해야 한다.이러한 자금조달의 방법은 외부차입,사내유보자금,회사채 및
주식발행 등이 있다.회사전체 자본비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서 각
자금조달 원천별 자본비용을 자금의 구성비로 가중 평균한 비용이다.즉,WACC
는 순수영업활동을 위해 투자된 기업의 평균조달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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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를 계산할 때에는 이자를 부담하는 타인자본비용 뿐만 아니라,자기자본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 × + + × ×(1-τ)

여기에서, 는 자기자본, 는 타인자본(자본비용이 수반되는 부채만을 고려),
그리고 + 는 기업의 가치, τ는 법인세,그리고 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M)이나 배당평가모형을 통해서 산정된 자기자본비용, 는 타인자본비용을
의미한다.

가.자기자본비용의 계산

ㄱ)CAPM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용의 계산
CAPM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주

주에게 위험에 따른 초과수익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기업은 기업의 위험
도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서 위험초과수익률을 합한 주주의 기대수익률을 보장하
여야 한다는 의미이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는 무위험 수익률,β는 개별기업에 대한 위험도가 자본시장평균수익률의 몇
배 인가를 나타내는 계수, ( )은 시장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ㄴ)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배당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방법은 자기자본비용이 배당률

과 미래배당의 성장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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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자기자본비용, 는 배당금, 0는 현재시점의 주식가치,g는 배
당성장률로서 자기자본이익률에 배당성향을 곱하여 결정된다.

ㄷ)주당순이익을 과거 평균주가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
주당순이익을 과거평균주가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주당순이

익을 평균주가로 나누어 단순히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간편
하게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주당순이익/평균주가

나.타인자본비용의 계산

타인자본비용의 계산은 회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
여 시장조달 가능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ㄱ)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를 추정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장부상의 이자비용을 이자발생부채로 나누어 기업별 타인자본비용

( )을 추정한다.

=(총이자비용+사채발행비+이자비용실제발생액이자발생부채 )
ㄴ)회사 신용도를 감안하여 시장조달 가능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

시장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위험도를 감안하여 회사가 조달하는 부채비용을 추
정하는 방법이다.이를 위해 회사의 채권등급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시장
의 채권등급별 스프레드를 산정하여 무위험이자율에 가산하여 부채비용을 추정하
는 방법이다.

④ 투하자본수익률(ReturnOnInvestedCapital:R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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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자본수익률(ROIC)는 기업의 재무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본연의 영업활동으
로부터 벌어들인 기업의 부가가치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한다.
ROIC는 NOPLAT을 IC으로 나눈 값이다.이 값이 WACC을 상회하면 EVA는 양

(+)이 되므로 이에 따라 기업가치는 증대되고,ROIC가 WACC을 하회하면 EVA는
음(-)이 되어 기업가치는 감소하게 된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양적측면><질적측면 :초과수익률>
․ = /
․ 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가중평균 비용률로써 의 최저필수

수익률(투자가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4)EVA와 기업가치29)

기업이 자본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할 때 창출되는 부
가가치인 EVA는 아래의 식 (11)에서 나타나듯 투자수익률과 자본비용의 차이에
투자금액 곱한 것과 같다.

= - ×
= ( / - )×
= ×( - )

여기에서,
=InvestedCapital
=ReturnOnInvestedCapital(투하자본수익률)
=WeightedAverageCostofCapital(자본비용)
=NetOperatingProfitLessAdjustedTaxes(세후순영업이익)

29)김석용,“기업가치 평가모형에 기초한 기업가치와 주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EVA평가방법과
FCF평가방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1998),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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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식은 순수한 영업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투하자본 수익률이 재무활동
의 결과를 나타내는 가중평균자본비용보다 높을수록,그리고 투하자본 수익률이
가중평균비용을 능가 하는 한 투자규모가 클수록 EVA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 - )

여기에서,
=유동자산 +순고정자산 +기타영업용 자산
(투하자본 수익률)= /
(가중평균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총자본 +

세후 타인자본비용 ×타인자본/총자본

기업가치는 현재의 투하자본에 미래에 발생되는 모든 예상 EVA의 현재가치,
Σ ( )를 합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0)

= +Σ ( )
=InvestedCapital
= ×( - )

Σ ( )=미래 발생되는 의 현재가치

위의 식에서 Σ ( )는 시장부가가치(MarketValueAdded:MVA)를 의
미한다.MVA는 시장에서 형성된 기업가치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실제 투자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주가는 미래의 모든 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하므로,효율적 시장
에서는 모든 미래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현재가치의 합계가 MVA로 나타나
게 된다.따라서 EVA에 의한 기업가치 접근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Σ ( )
= +

30)“강효석 외,op.cit.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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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VA

(1)MVA의 정의

MVA는 시장에서 형성된 기업가치에서 주주와 채권자의 실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효율적 시장에서의 주가는 미래의 모든 예상 현금흐름을 반영
하게 되므로 MVA는 미래의 초과이익(경제적 부가가치,EVA)의 현재가치의 합
계로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미래의 초과이익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용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외국의 경우에는 시가
총액을 MVA의 대용치로 해석하기도 한다.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별로 과거의
EVA를 누적한 것을 MVA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다.이것은 미래 EVA는 과거
에 발생한 EVA만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또한,MVA는 기업이 주
주들의 투자에 대해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했는지 그리고 창출할 것인지를 보여준
다.성공적인 기업들은 양(+)의 MVA를 보여주고 이것은 그 기업에 투자된 자본
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성공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그 기업
에 투자된 원래의 자본 가치보다 현재의 기업가치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기업이 MVA 창출 면에서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그 기업의 수익률에
의존한다.
MVA는 앞서 정의한 바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즉 경제적 이익

(economicprofit)이 무난히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가정하고,이들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모두 합계한 수치이므로 훌륭한 장기적 성과측정 지표가 되
는 것이다.MVA에서 ‘Market'이란 기업에 투하자본의 조달기회를 주는 금융자
본시장을 의미한다.경제적 이익을 할인할 때 금융자본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의
해 결정되는 자본비용을 그 할인율로 활용하기 때문에 'Market'이란 용어가 사용
된 것이다.따라서 MVA란 ‘Market'에서 결정된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EVA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한 기업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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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MVA와 주가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즉,한 기업이 양(+)또는 음(-)의 MVA를 성취했는지는 미래 자본비용률에
대비한 미래 기대수익률의 수준에 의존한다.MVA는 모든 미래 EVA의 현재가치
이다.한 기업이 EVA를 증가시키면 그 기업의 MVA도 증가한다.

(2)MVA의 산출방법

MVA는 기업의 시장가치(MarketValue:MV)와 총자본(TotalCapital:TC)
의 차이를 말하며,부채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는 같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MVA는 자기자본의 시장가치(MVE)에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BVA)를 차감한
것과 같다.자기자본의 시장가치(MVE)는 연말종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
한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장부가가치(MVA)
=기업가치(MV)-총자본(TC)
=시장가치(자기자본과 부채의 시장가치)-총자본(TC)
=자기자본의 시장가치(MVE)-자기자본의 장부가치(BVA)

또한,시장에서 형성된 기업가치(자본의 시장가치+부채의 시장가치)에서 투자금액
을 차감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되는 특정기업의 시장프리미엄(MakretPremium)을
말한다.31)즉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기업의 장부상 투하자본(이자지불부채+지분+이
익잉여금)을 차감한 성장성이 반영된 미래 EVA의 현재가치 합이다.32)

MVA=시장가치 -총투하자본
=(투하자본 +미래 EVA의 현재가치)-투하자본
=미래 EVA의 현재가치

31)일반적으로 부채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2)김석용,『기업분석․평가론』(삼영사,2002),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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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 이외에도 세후영업이익(NOPLAT)과 가중평준자본비용(WACC)및
투하자본(IC)를 이용하여 MVA를 구할 수 있다.

= -

여기에서,

= ×
(가중평균 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 /총자본 +

세후 타인자본비용 ×타인자본 /총자본
=유동자산 +순고정자산 +기타영업용 자산

MVA가 (+)인 경우는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인 때는 자본
잠식 상태를 뜻한다.

3) EVA와 MVA의 비교

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하면 기업가치가 주가로 반영되므로 기업이 창출한 EVA
는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기업의 시장가치에 연결된다.시장부가가치(Market
ValueAdded:MVA)는 자본 제공자가 시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시장가치에서 자본 제공자의 실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시가
총액(MarketValue)에서 주주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현된다.그러므로 자본제
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EVA보다 MVA가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지,또는 감
소(-)시키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는 MVA 보다는 자신의 경영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EVA를 경
영관리의 수단으로 더욱 선호한다.따라서 EVA를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과 업적평
가 등 내부관리지표로 이용하면서,투자자를 위한 외부평가지표로서 MVA를 이
용하면,EVA의 최대화를 통하여 MVA의 최대화를 달성 할 수 있게 되므로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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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주주 부의 극대화라는 기업재무관리 목표와 일치하게 된다.33) 그러나
EVA의 최대화가 경영자의 최종목표인 주가의 극대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은 아니고,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시장원리가 가능해야 하고,정보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주식시장이 개입되어야 한다.따라서,비록 현 시점의 EVA가
양(+)이어도 주식시장에서 당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을 비관적으로 보면,
MVA는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restructuring)등을 시행한 이후의 시점에서는 EVA가 음(-)으로 나타난다고 하
더라도,MVA는 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한편,이론적인 EVA와 MVA의 관
계에 있어서는 MVA는 주식시장에서 평가한 미래의 EVA를 자본비용으로 할인
한 현재가치로 보고 있다.

= 1/(1+ ∗)+ 2/(1+ ∗)2+ 3/(1+ ∗)3

단, ∗: 가 일정함을 가정

위 식에서 미래 EVA가 일정하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MVA는
EVA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결국 EVA가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MVA는 미래의 예상

EVA를 기준으로 한 미래지향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VA와 MVA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으며,주식시장은 시장원리

가 적용되고 정보에 대해 효율적인 시장이 전제가 된다.

33)Uyemura,Kantor,Pettit,SternStewart사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세계 100대 은행(95.12.31일 현재)의
EVA를 비롯한 EPS,순이익,ROE,ROA의 MVA와 상관관계 (분석기간:1986년-1995년까지 10년간)
를 분석한 결과 EVA와 MVA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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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EVA와 MVA의 관계34)

4) EVA와 MVA에 대한 비판

EVA 및 MVA는 오늘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비판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비판의 대부분은 EVA의 개념보다는 EVA의 시장가치인
MVA에 대한 비판으로 집중되고 있다.첫째,MVA도 기존의 경영지표와 다를 것
이 없는 주식가치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측정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EVA가 양(+)으로 나타나더라도 MVA는 음(-)을 나타내는 데
에 대한 명확한 설명변수가 나와 있지 않다.둘째,시장원리가 가능하고 효율적
시장 하에서 결정된 주가에 의해 MVA가 사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MVA와
주가간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주식시장의 평가에 의해 기업의 MVA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셋째,MVA로 주가를 설명하려는 것에 대해,주가는
본질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경기변동,성장성 등과 같은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MVA는 이러한 기업 외적요인에 의한 변동요인을 다소 무시하

34) 신우용,“企業價値 評價指標로서 EVA의 適合性에 寬限 硏究”(碩士學位論文,中央大學校,2004),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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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넷째,MVA 및 EVA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오
래된 기업일수록 취득원가에 의해 표시되는 영업자산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최
근에 설립된 기업보다 유리하여 EVA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왜곡은 낡은 자산의 유지비용 증가에 의해 상쇄되므로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5) 선행연구

이동훈(2000)35)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평가지표로서 EVA가 기존의 회계적 성과지표인 EPS,ROA,ROE,CFPS보
다 더 유용한가를 실증분석하였다.분석결과 첫째,주당 EVA및 회계적 성과지표
가 주가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FPS,EPS,EVAPS,
ROA,ROE 순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둘째,주가와 회계적 성과지표 사이에
인과관계를 분석 하였으며,모두가 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CFPS,EPS,EVAPS,ROA,ROE순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양기인(2002)36)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 중 113개

기업을 대상으로 EVA와 MVA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투자결정의 기준 지표로 EVA
를 활용해 보고자 분석 하였다.분석결과,첫째 1997년 EVA와 각 연도별 MVA의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 이외에는 모두 현재 EVA와 미래의 MVA간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EVA가 MVA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였으며,그 결과 1997년을 제외하고는 각 연도에 있어서 EVA가 MVA를 유의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셋째,EVA와 당기순이익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199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이동훈,“주식평가지표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유용성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2000)

36)양기인,“投資決定基準으로서의 EVA와 MVA의 關聯性에 관한 硏究”(碩士學位論文,漢陽大學校,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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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웅․신우용(2004)37)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상장된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EVA에 의한 평가기법과 NPV기법,Sales기법 등의 평가기법에 의해 주
가변동에 실증분석 하였다.분석 결과 기업가치평가시 EVA의 설명력이 Sales모
형보다는 낮고,NPV모형보다는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윤석길(2004)38)은 1996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상장기업 중에서 제조업 중 280

개 기업을 대상으로 EVA 및 주당 EVA가 기존의 회계이익지표보다 MVA와 주
식초과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는지와 주당 EVA의 공시로 인한 공시효과를 살펴
봄으로써 EVA가 가치평가지표 및 투자지표로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첫째,
MVA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서 EVA,주당 EVA,EPS등의 순으로 높은 상
관성을 보이고 있었다.둘째,장기누적초과수익률인 CAR와 회계이익지표 및
EVA 그리고 주당 EVA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EVA가 CAR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다중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EVA가 CAR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셋째,주당EVA가 양(+)인 기업과 음(-)인 기업의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국
내증권시장에서의 공시효과를 분석한 결과,AAR이 사건일 이전 거래일부터 양
(+)의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그 효과 또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그러나 두 집단간의 검증기간 전체의 CAAR는 공시일 전부터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두 집단간의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주
당 EVA의 차이로 인한 공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현태(2004)39)는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상장기업 중에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EVA와 MVA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EVA의 구성요소인 투하자본과 투하자본수익률(ROIC)에서 가중평균자본
비용률(WACC)을 차감한 초과수익률,그리고 MVA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EVA와 MVA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EVA

37)“황선웅․신우용,op.cit.”
38)"윤석길,op.cit.“
39)전현태,“경제적부가가치(EVA)와 시장부가가치(MVA)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
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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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MVA와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에는 투하자본과 유의적
인 음(-),초과수익률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어 투하자본수익률의 가중평균자본비용률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더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분석에 있어서는 EVA와 MVA 간에 항상
양(+)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SternStewart& Co.(1991)40)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제조업 재무자료

를 이용하여 주가 변화와 EVA,주당순이익(EPS),자기자본이익률(ROE),총자본
이익률(ROA),매출액,배당금 등 주가관련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그 결과 주가와 EVA의 상관관계가 다른 관련 지표들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둘째,(-)의 EVA와 (-)의 MVA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
는데 그 이유를 EVA가 음(-)인 기업은 잠재적으로 기업의 파산,재조직,자본수
정,합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MVA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Grant(1996)41)는 Stern Stewart& Co.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얻은 EVA와

MVA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EVA는 기업의 MVA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EVA/투하자본과 MVA/투하자본 변수들을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EVA/투하자본 비율로 MVA/투하자본 변수를 대략 0.32가량 설명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또한 투하자본수익률과 자본비용의 차이,MVA/투자자본
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상관계수가 0.37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현상은
EVA와 MVA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EVA/투하자본 비율이 높은(낮은)
기업은 MVA/투자자본 비율이 높다(낮다)는 것을 보여준다.즉,EVA가 높은 기업
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ilunovich․Tsuei(1996)42)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중 미국의 컴퓨터

40)Stewart,G.Bennet,"TheQuestforValue,"HarperBusiness,1991.
41)Grant,JamesL.,"Foundation ofEVA forInvestmentManagements,"JournalofPortfolio

Management,(Fall1996),pp.41-48.
42)Milunovich,StevenandAlbertTsuei,"EVA intheComputerIndustry,"JournalofApplied

CorporateFinance,(Spring1996),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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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성과변수(EPS,ROE,ROA,FCF)와 EVA를 대상으로
MV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EVA가 다른 성과지표변수보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V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상관계수가
EVA 0.42로 가장 높았고,EPS의 성장률은 0.34,ROE와 EPS가 0.29로 나타났으
며 이것은 컴퓨터업계의 속성이 수익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Uyemura․Kantor․Pettit(1996)43)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100대 은행

을 대상으로 EPS,NI(순이익),ROE,ROA,EVA를 대상으로 주주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검증하였다.연구결과 MVA와의 상관관계가 EVA
40%,ROA 13%,ROE10%,NI(순이익)8%,EPS6%로 EVA가 가장 높게 나타
나 EVA가 기존의 성과지표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에 민
감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O'Bryne(1996)44)은 1985년부터 1993년 사이에 6,551개 기업을 대상으로 EVA

가 M/B(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그
결과M/B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양(+)의 EVA가 음(-)의 EVA보다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산업효과를 고려하는 독립변수를 차감할 경
우 위의 식은 M/B비율의 변동성의 56%를 설명할 수 있었다.그의 연구에 의하
면 5년의 기간 동안 EVA의 변화는 시장가치 변동의 55%를 설명해 주는 반면
NOPLAT는 33%밖에 설명하지 못했다.그는 EVA가 타 투자지표보다 시장가치
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Dodd& Chen45)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미국의 566개 기업을 대상으로

CompustatData와 1992년 SternStewartPerformance1000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주가수익률과 EVA를 포함한 주가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3)Uyemura,D.,C.Kantor& JusinPettit,"EVAforBanks:ValueCreation.RiskManagement,and
ProfitabilityMeasurement,"JorunalofAppliedCorporateFinance,(Summer1996),pp.94-113.

44)StephenF.O'Byrne,"EVA andMarketValue,"JournalofAppliedCorporateFinance,(Spring
1996).

45)Dodd,JamesL.& Chen,Shimin,"EVA:A new panacea?",BusinessandEconomicReview,,
Vol.42,(Jul-Sep1996),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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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주가수익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ROA 24.5%이고 그
다음으로 주당 EVA가 20.2%로 높았다.그 밖의 관련지표인 EPS와 ROE 등은
5%와 7%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결과적으로 EVA가 주식수익률
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며,기존의 회계지표들 보다는 투자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ehn& Makhija(1996)46)는 1987년,1988년,1992년,1993년에서 241개 미국기

업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과 6개의 투자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검증결과
EVA 59%,MVA 58%,ROE46%,ROA 46%,ROS(ReturnOnSales)39%로서
EVA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다른 투자지표들보다 주식수익률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EVA와 MVA에 기초한 기업의 성과가 CEO 해고에 영
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는바,EVA/MVA와 CEO의 이적과는 역의 관계가 있고
기업 활동에 더 집중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우 높은 MVA를 보
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6)Lehn,K.andA.K.Makhija,"EVA andMVA :AsPerformanceMeasuresandSignalsfor
StrategicChange,"Starategyandleadership,Vol.24,(May/June1996),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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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변수의 정의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을 대상
으로 DART 및 KOCOinfo의 기업정보 TS2000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리고 경
제적 부가가치(EVA)와 투하자본(IC),세후순영업이익(NOPLAT),투하자본수익
률(ROIC),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자료는 한국경제 증권 Site의 투자지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표본기업은 2007년도에 합병 종료된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표본기업 중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합병 공시된 기업은 제외한다.
셋째,표본기업 중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은 제외한다.
넷째,표본기업 중 감자 등이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다섯째,표본기업 중 2007년에 합병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기업 중 2번째로 이

루어진 표본은 제외한다.
첫 번째 기준인 2007년도에 합병이 종료된 기업은 62개 기업이며,분석대상에

서 제외된 기업으로 2007년 1월 1일 이전 합병공시 기업 9개,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1개,2007년도 감자 등이 있는 기업 3개,합병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기
업 2개 등 총 15개 기업을 제외한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표본기업 선정에 대한 내역은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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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표본기업 선정내역

구구구 분분분 표표표 본본본
최초 선정기업 62개

제외된 기업

2007년 1월 1일 이전 합병공시 기업 9개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1개
2007년도 감자등이 있는 기업 3개
합병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기업 2개

소 계 15개
최종 선정기업 47개

2. 연구방법 및 변수의 정의

1)합병기업의 EVA의 유효성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합병기업의 EVA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연구모형

,= α+ β1ln +β2 +β3 +β4 +β5 +ε ,

여기에서,

, :각 연도별 12월의 누적적초과수익률

ln :총자산에 자연대수 값을 취한 값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

:부채 ÷총자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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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매출액 ×100%
:경제적 부가가치

(2)변수의 정의

① 평균초과수익률

본 연구는 합병기업의 합병직전연도와 합병연도의 일별초과수익률(AR)과 이를
누적한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산출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위하여 각 연도 12월 한달 간의 AAR을 사용하였으며,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표본기업의 일간 수익률 자료와 종합주가지수를 동일가중시장지수로 선택
한 시장조정 수익률모형을 이용하여 AAR를 계산하였다.

(초과수익률 측정)

,= ,- ,.........................................................................식(1)

, :i기업의 t일의 수익률

, :t일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식(1)으로부터 측정된 초과수익률의 검증일별 또는 검증기간별 평균초과수익률
(AAR)은 식(2)에 의해 산정된다.

,= 1∑=1 , ...................................................................식(2)

② EVA

EV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에서 투입된 자본에 대한 정당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에 산출되는 이익으로써,회계적 이익정보와 요구 자기자본
비용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주주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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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한 개념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EVA와 그 구성
요소인 IC(투하자본),NOPLAT(세후순영업이익),ROIC(투하자본수익률),WACC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자료는 한국경제 증권 Site47)에서 분석대상 기업별로 조회
하여 그 값을 사용하였다.

48)=NetOperartingProfitLessAdjustedTax(NOPLAT)
-CapitalCharge ...................................................................식(3)

=NOPLAT-WACC×IC
=(NOPLAT/IC-WACC)×IC
=(ROIC-WACC)×IC

③ 기업규모

합병성과를 측정하는 회계정보 중 매출액의 크기나 자산의 규모는 매우 유의
한 변수임은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으며,이중 본 연구에 사용
된 자산규모는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을 사용하였다.자산총액에
LN값을 취하여 계산하였다.

④ 유동비율(currentratio)

단기채무(1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써,전통적으로 200%이상이 채권
자에게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

본 연구에서 유동비율을 사용한 이유는 기업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파악하는 대
표적 비율인 유동비율을 통하여 기업합병이후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및 유동성의
변화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즉,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코스닥상장기업들이 거

47)http://www.hankyung.com/stockplus/
48)“강효석․남명수,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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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
합병에 따른 비용지출이나 기업합병 이후 매출증가에 따른 운전자본의 증가 역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또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기업합병 후 유동비율이 개선되어 기업인수합병의 주요 동기중 하나인 재
무적 개선효과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49)

⑤ 부채비율

레버리지 비율(Leverageratios)이라고도 하며,기업자본 중에서 타인자본의 의
존도를 측정하여 채권보전과 자본조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다.MM이론
에 따르면 타인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가치는 증가한다고 하였다.따라서
재무레버리지는 정(+)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총액 ×100

기업이 M&A를 하는 동기 중 하나가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지만 실제 합병에
따른 합병비용과 인수비용의 지출로 인해 오히려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더욱이
앞서의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
스닥기업인 점을 고려 한하면 기업합병이 기업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
는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부채비율이 기업합병이후 유의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합병이
기업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50)

⑥ 매출액 영업이익률(ROS:returnonsales)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써,해당 기업의 영업성과를 나타낸다.

49)이춘범,“코스닥상장기업의 합병성과에 관한 실증연구:기업특성 및 M&A형태에 따른 합병성과 차이
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2007).p.78.

50)"이춘범,op.cit.,,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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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 이익의 배분보다는 영업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수익성지표로
사용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영업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경영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100

2)합병공시 효과

또한,합병관련 공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R과 CAR의 유의성을 검
증하고자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합병관련 공시일 전․후의 평균의 차이분석을 실
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초과수익률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사건일 전후의 일별초과수익률(AR)과 이를 누적한 누적초과수익률

(CAR)을 산출하여 시장에 유의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합병공시와
합병등기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기업의 합병공시일을
찾아내고 이 합병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각각 30일간의 일별초과수
익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의 일간 수익률 자료와 종합주가지수를 동일가중시장지수
로 선택한 시장조정 수익률모형을 이용하여 AR를 계산하였다.

(초과수익률 측정)

,= ,- ,.........................................................................식(4)

, :i기업의 t일의 수익률

, :t일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식(4)로 부터 측정된 초과수익률의 검증일별 또는 검증기간별 평균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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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은 식(5)에 의해 산정된다.

,= 1∑=1 , ...................................................................식(5)

그리고 공시전 30일에서 공시후 30일 동안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R :
CumulativeAverageAbnormalReturns)은 다음 식(6)와 같이 산출된다.

= ∑
=+30

=-30
..................................................................................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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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 석 결 과

 1. 회귀 분석

1)기술통계량

<표 5>공시전 기술통계량

구 분 최소값 평균 중위수 최대값 표준편차
AAR -0.0300 -0.0019 -0.0013 0.0200 0.0095
LN자산 3.0000 5.8776 6.0000 8.0000 0.9272
유동비율 47.2600 308.0502 194.3000 1,609.7900 328.0203
부채비율 0.0000 116.9365 57.2600 1423.0000 221.6448

매출액영업이익률 -627.1800 -46.2973 1.0800 32.2700 139.9463
EVA -205.70000 -6.7694 -4.1000 181.5000 61.6115

<표 5>는 공시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기업의 평균수익률은 평
균은 -0.0019,중위수는 -0.0013으로 나타났으며,기업규모의 평균은 5.8776,중위
수는 6.000으로 나타났다.또한 유동비율의 평균은 308.0502,중위수는 194.3000으
로 부채비율의 평균은 116.9365,중위수는 57.2600로 나타났으며,매출액영업이익
률의 경우에는 평균은-46.2973,중위수는 1.0800로 나타났으며,EVA는 평균
-6.7694,중위수는 -4.1000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공시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결과이다.기업의 평균수익률

은 평균은 0.0210,중위수는 0.0174으로 나타났으며,기업규모의 평균은 6.4694,중
위수는 6.000으로 나타났다.또한 유동비율의 평균은 156.3173,중위수는 110.2300
으로 부채비율의 평균은 223.7567,중위수는 91.2500로 나타났으며,매출액영업이
익률의 경우에는 평균은-20.1586,중위수는 -5.9500로 나타났으며,EVA는 평균
-18.3000,중위수는 -29.20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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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공시후 기술통계량

구 분 최소값 평균 중위수 최대값 표준편차
AAR -0.0400 0.0210 0.0174 0.1500 0.0393
LN자산 5.0000 6.4694 6.0000 8.0000 0.7933
유동비율 27.0700 156.3173 110.2300 1,012.0300 154.3842
부채비율 7.3200 223.7565 91.2500 2109.0700 338.4917

매출액영업이익률 -130.3800 -20.1586 -5.9500 18.3400 34.7852
EVA -198.2000 -18.3000 -29.2000 588.5000 114.3106

공시전․후의 기술통계량의 결과를 보면,평균수익률의 경우에는 공시후가 공
시전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기업규모의 경우에도 약간 높아졌다.부
채비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아져 기업의 합병이후 오히려 부채비율은 악화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공시후에도 음으로 나타났
지만 그 이익률의 하락률은 낮아졌으며,EVA의 경우에는 공시후 평균 값이 오히
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상관관계 분석
<표 7>공시전 상관관계 분석

구분 AAR 기업규모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규모 0.190*
유동비율 0.036 -0.147
부채비율 -0.229* 0.059 -0.283**

매출액영업이익률 0.380*** 0.408*** 0.097 0.070
EVA 0.113 0.208* 0.162 -0.037 0.304**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표 7>는 공시전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기업규모와는 10% 이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부채비율은 10% 이내에서 통계



- 47 -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또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는 1%내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EVA는 통계적으
로 유의적이는 않지만 주가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EVA는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유동비율
과 부채비율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매출
액영업이익률과 EVA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양(+)의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공시후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유동비율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부채비율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EVA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기업규모와 유동비율
을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매출액영
업이익률과 EVA는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공시전과 마찬가지로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률과 EVA는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8>공시후 상관관계 분석

구 분 AAR 기업규모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 익 률
기업규모 0.029
유동비율 0.217* 0.259**
부채비율 -0.290** -0.121 -0.283**

매출액영업이익률 -0.135 0.230* 0.058 0.066
EVA 0.342*** 213* 0.032 0.180 0.241**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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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체표본 상관관계 분석

구분 AAR 기업규모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규모 0.137*
유동비율 0.021 0.251**
부채비율 -0.225** -0.023 -0.280**

매출액영업이익률 0.099 0.358*** 0.050 0.073
EVA 0.258*** 0.165* 0.096 0.109 0.181**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전체표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AAR과 기업규모는 10% 이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부채비율은 5% 이내에서 통계적으
로 음(-)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EVA는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기업규모와 유동비율은 5% 이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매출액영업이익률은 1% 이내에
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EVA는 10%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출액영업이익률과 EVA는 5% 이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다

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1보다 크고 VIF값이 10보다 작게 나
타남으로써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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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귀분석 결과

<표 10>합병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계수 값 공차한계 VIF 비 고

상 수 -0.001
(-0.085)

기업규모 0.037
(0.240) 0.784 1.275

유동비율 0.068
(0.505) 0.848 1.180

부채비율 -0.280*
(-1.982) 0.909 1.100

매출액영업이익률 0.396**
(2.561) 0.761 1.314

EVA -0.014
(-0.097) 0.874 1.144

2

(F값)
0.126*
(2.389)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표 10>은 합병기업의 합병전의 회귀분석 결과이다.수정된 2값은 0.126
으로 10%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귀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귀식은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와 유동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여 부채비율
은 주가수익률과 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매출액영업이익률은 계수 값
이 0.396이며 t값이 2.561로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EVA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음(-)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본 결과,모든 변수간에는 다중공
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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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합병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계수 값 공차한계 VIF 비고

상 수 -0.032
(-0.641)

기업규모 0.089
(0.613) 0.778 1.286

유동비율 0.333**
(2.310) 0.792 1.263

부채비율 -0.310**
(-2.181) 0.813 1.231

매출액영업이익률 0.273*
(2.003) 0.888 1.126

EVA 0.322**
(2.003) 0.861 1.162

2

(F값)
0.210***
(2.329)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표 11>는 합병기업의 합병 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기업규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합병전과는 다르게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합병을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의 변화
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의 경우에
는 합병전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합병전의 EVA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합병 후에는 주가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본 결과,모든 변수 간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합병 전․후의 EVA와 주가수익률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추가적으로 전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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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EVA가 주가수익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기간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12>전체기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계수 값 공차한계 VIF 비 고

상 수 -0.016
(-0.657)

기업규모 0.106
(0.954) 0.774 1.292

유동비율 0.044
(0.402) 0.811 1.233

부채비율 -0.211**
(-2.028) 0.887 1.127

매출액영업이익률 0.005
(0.044) 0.831 1.203

EVA 0.213**
(1.881) 0.921 1.086

2

(F값)
0.116**
(2.423)

※ ***,**,*는 각각 유의수준(p값)1%,5%,10%를 나타냄.

전체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과 같이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유동비율,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

만 양(+)의 계수 값이 나타났으며,부채비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과와 동일하
게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났다.특히 EVA의
경우에는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표로 활용하는 EVA는 합병기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시 투

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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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공시 효과

1)합병공시 및 합병등기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을 사건일(t=0)로 보고 그 이전
과 이후의 일별수익률을 토대로 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의 크기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공시의 효율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표 13>와 <표 14> 및 <그림 4>와 <그림 5>는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주가반응을 AR과 CAR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각 수익률의 누적기간
은 각 공시일을 ‘0’으로 하여 -30일～+30일로 하였다.
<표 13>와 <그림 4>는 합병공시일의 전체 표본 47개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합병공시의 경우 AR은 공시 전 6일에 5%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
을 나타내고 전 5일에서 3일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을
나타내다가 공시 전 2일에는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
타내고 전 1일과 공시일에는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공시일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R의 경우를 살펴보면,공시 전 14일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공시일 후 4일까지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상승하다가 공시일
후 5일부터 18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합병공시의 효과는 공시 전 6일부터 공시일

4일까지 나타나다가 그 후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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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합병공시일 AR과 CAR비교
일자 ar평균 t 유의확률 car평균 t 유의확률
-30 -0.0074 -1.0865 0.2827 -0.0074 -1.0865 0.2827
-29 0.0059 1.0649 0.2923 -0.0016 -0.2060 0.8376
-28 -0.0006 -0.0932 0.9262 -0.0022 -0.2372 0.8135
-27 0.0030 0.4067 0.6860 0.0008 0.0632 0.9499
-26 0.0052 0.7930 0.4317 0.0059 0.4155 0.6796
-25 0.0041 0.7083 0.4822 0.0100 0.6152 0.5413
-24 0.0031 0.5223 0.6039 0.0131 0.7530 0.4551
-23 -0.0015 -0.3108 0.7573 0.0116 0.6490 0.5195
-22 0.0009 0.1675 0.8677 0.0125 0.7024 0.4859
-21 0.0121 1.7926 0.0793 0.0247 1.3303 0.1897
-20 0.0005 0.0973 0.9229 0.0252 1.3591 0.1805
-19 0.0026 0.4578 0.6491 0.0278 1.3606 0.1800
-18 -0.0022 -0.3298 0.7430 0.0255 1.1897 0.2400
-17 -0.0058 -1.0374 0.3047 0.0197 0.8980 0.3737
-16 0.0121 1.5837 0.1198 0.0319 1.4438 0.1553
-15 0.0020 0.3384 0.7365 0.0339 1.5683 0.1234
-14 0.0064 1.0802 0.2855 0.0402 1.8132 0.0760
-13 0.0041 0.7516 0.4559 0.0444 1.9193 0.0609
-12 -0.0010 -0.1906 0.8496 0.0434 1.8042 0.0775
-11 0.0064 1.2526 0.2164 0.0497 2.0686 0.0440
-10 0.0110 1.4718 0.1476 0.0607 2.2992 0.0259
-9 0.0015 0.2454 0.8072 0.0622 2.2221 0.0310
-8 -0.0053 -0.8629 0.3925 0.0569 2.0138 0.0497
-7 0.0089 1.2341 0.2232 0.0658 2.2631 0.0282
-6 0.0115 2.1543 0.0363 0.0773 2.5400 0.0144
-5 -0.0044 -0.7461 0.4592 0.0729 2.4547 0.0178
-4 -0.0023 -0.3855 0.7016 0.0706 2.4952 0.0161
-3 -0.0008 -0.1309 0.8964 0.0698 2.4584 0.0176
-2 0.0149 1.8080 0.0769 0.0847 2.9742 0.0046
-1 0.0334 3.4825 0.0011 0.1181 3.9200 0.0003
0 0.0388 3.7919 0.0004 0.1569 4.7689 0.0000
1 -0.0033 -0.4019 0.6895 0.1537 4.4303 0.0001
2 0.0102 0.8835 0.3814 0.1639 4.5914 0.0000
3 0.0082 0.8074 0.4234 0.1721 4.6761 0.0000
4 0.0071 0.6596 0.5127 0.1792 4.6264 0.0000
5 -0.0164 -1.8066 0.0771 0.1628 4.3728 0.0001
6 0.0047 0.5711 0.5706 0.1675 4.4850 0.0000
7 -0.0009 -0.1836 0.8551 0.1666 4.6041 0.0000
8 -0.0177 -2.7362 0.0087 0.1489 4.1437 0.0001
9 -0.0062 -1.0536 0.2974 0.1427 3.7869 0.0004
10 -0.0025 -0.3908 0.6977 0.1402 3.6523 0.0006
11 0.0013 0.3154 0.7538 0.1415 3.6619 0.0006
12 -0.0004 -0.0577 0.9542 0.1411 3.7960 0.0004
13 -0.0022 -0.4158 0.6794 0.1389 3.8112 0.0004
14 -0.0026 -0.4323 0.6675 0.1364 3.8149 0.0004
15 -0.0064 -1.1793 0.2441 0.1299 3.5744 0.0008
16 -0.0015 -0.2753 0.7842 0.1284 3.5900 0.0008
17 -0.0003 -0.0521 0.9587 0.1281 3.6324 0.0007
18 0.0002 0.0270 0.9786 0.1283 3.6500 0.0006
19 0.0074 1.2054 0.2340 0.1357 3.6938 0.0006
20 -0.0045 -0.6464 0.5211 0.1312 3.6051 0.0007
21 0.0023 0.4271 0.6712 0.1335 3.6954 0.0006
22 0.0053 0.8206 0.4160 0.1388 3.7964 0.0004
23 0.0098 1.1092 0.2729 0.1486 3.7816 0.0004
24 0.0090 1.1249 0.2662 0.1576 3.7441 0.0005
25 -0.0153 -2.0967 0.0413 0.1423 3.6317 0.0007
26 -0.0111 -1.7654 0.0839 0.1312 3.2296 0.0022
27 0.0030 0.4142 0.6806 0.1342 3.1467 0.0028
28 0.0023 0.3315 0.7417 0.1365 3.0796 0.0034
29 0.0185 2.4727 0.0170 0.1550 3.3805 0.0014
30 0.0032 0.5950 0.5547 0.1582 3.2846 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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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합병공시일 AR과 CAR비교

<표 14>과 <그림 5>는 합병등기일 전후의 기업의 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
률을 나타낸 표와 그래프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면,AR의 경우 합병등기일 전 17일에 0.0125로 10% 이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다가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합병
등기일에 -0.0136으로 통계적으로 10% 이내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또
한 합병등기일 13일 후에는 -0.0169로 통계적으로 10% 이내에서 유의한 음(-)값
을 나타내고 있다.17일 후에는 AR이 -0.0103(t=-1.694)로 10%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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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합병등기일 AR과 CAR비교

일자 ar t 유의확률 car t 유의확률
-30 8.4E-06 0.0011 0.9991 8.4E-06 0.0011 0.9991
-29 0.0008 0.0914 0.9276 0.0008 0.0846 0.9329
-28 0.0068 0.8320 0.4095 0.0076 0.6266 0.5339
-27 0.0060 0.8122 0.4207 0.0136 1.1575 0.2528
-26 0.0076 1.4866 0.1437 0.0211 1.5683 0.1234
-25 -0.0104 -1.6195 0.1119 0.0108 0.8412 0.4044
-24 0.0001 0.0112 0.9911 0.0109 0.7571 0.4527
-23 0.0002 0.0251 0.9801 0.0111 0.6160 0.5408
-22 0.0035 0.4773 0.6353 0.0145 0.6675 0.5076
-21 -0.0075 -1.2145 0.2305 0.0070 0.2793 0.7812
-20 -0.0040 -0.8307 0.4103 0.0030 0.1212 0.9040
-19 -0.0008 -0.1273 0.8993 0.0022 0.0857 0.9321
-18 -0.0069 -1.2269 0.2258 -0.0047 -0.1788 0.8589
-17 0.0125 1.8482 0.0707 0.0078 0.2933 0.7706
-16 0.0039 0.8208 0.4158 0.0117 0.4356 0.6651
-15 -0.0063 -1.2328 0.2237 0.0054 0.1905 0.8497
-14 -0.0092 -1.5755 0.1217 -0.0038 -0.1339 0.8940
-13 -0.0007 -0.0988 0.9217 -0.0044 -0.1499 0.8815
-12 -0.0023 -0.3685 0.7142 -0.0067 -0.2398 0.8115
-11 -0.0063 -1.0487 0.2995 -0.0130 -0.4937 0.6238
-10 -0.0076 -1.1493 0.2561 -0.0206 -0.7491 0.4575
-9 -0.0048 -0.8809 0.3828 -0.0254 -0.8601 0.3940
-8 0.0031 0.4812 0.6325 -0.0223 -0.6966 0.4894
-7 0.0028 0.3989 0.6917 -0.0195 -0.5888 0.5587
-6 -0.0018 -0.2456 0.8071 -0.0213 -0.6354 0.5282
-5 -0.0085 -1.2443 0.2194 -0.0298 -0.9113 0.3667
-4 0.0078 1.0662 0.2917 -0.0220 -0.7248 0.4721
-3 -0.0091 -1.5534 0.1269 -0.0311 -1.1085 0.2732
-2 -0.0054 -0.8304 0.4104 -0.0365 -1.2211 0.2280
-1 0.0082 1.0816 0.2848 -0.0283 -0.8771 0.3848
0 -0.0136 -1.9393 0.0584 -0.0419 -1.3188 0.1935
1 0.0052 0.7012 0.4866 -0.0366 -1.1246 0.2664
2 0.0095 1.3598 0.1802 -0.0271 -0.7853 0.4361
3 -0.0004 -0.0525 0.9583 -0.0275 -0.7837 0.4371
4 -0.0078 -1.0313 0.3076 -0.0353 -1.0215 0.3122
5 -0.0038 -0.5635 0.5757 -0.0391 -1.1333 0.2627
6 -0.0058 -0.9754 0.3343 -0.0449 -1.3342 0.1884
7 -0.0083 -1.0769 0.2869 -0.0532 -1.5240 0.1341
8 0.0053 0.8372 0.4066 -0.0479 -1.3472 0.1842
9 -0.0135 -1.0118 0.3167 -0.0614 -1.6090 0.1142
10 0.0625 0.9786 0.3327 0.0011 0.0164 0.9870
11 0.0057 0.2297 0.8193 0.0068 0.0985 0.9219
12 0.1980 1.0399 0.3036 0.2049 0.9968 0.3238
13 -0.0169 -1.9602 0.0558 0.1880 0.9278 0.3582
14 -0.0120 -1.5796 0.1208 0.1759 0.8739 0.3865
15 -0.0012 -0.1533 0.8788 0.1747 0.8711 0.3880
16 0.0513 1.0109 0.3171 0.2259 1.0982 0.2776
17 -0.0103 -1.6943 0.0967 0.2157 1.0503 0.2988
18 -0.0036 -0.5041 0.6165 0.2121 1.0273 0.3094
19 -0.0051 -0.8274 0.4121 0.2069 1.0062 0.3194
20 -0.0015 -0.2490 0.8044 0.2055 1.0017 0.3215
21 -0.0056 -0.8761 0.3853 0.1999 0.9763 0.3338
22 -0.0141 -2.7021 0.0095 0.1857 0.9099 0.3674
23 -0.0056 -0.8987 0.3733 0.1801 0.8789 0.3839
24 -0.0008 -0.1333 0.8945 0.1793 0.8774 0.3847
25 -0.0038 -0.6153 0.5413 0.1754 0.8595 0.3943
26 0.0032 0.5455 0.5880 0.1786 0.8795 0.3835
27 0.0018 0.3063 0.7607 0.1805 0.8905 0.3777
28 -0.0088 -1.6342 0.1088 0.1716 0.8494 0.3999
29 -0.0009 -0.1325 0.8952 0.1708 0.8421 0.4039
30 0.0061 1.0716 0.2893 0.1769 0.8783 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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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합병등기일 AR과 CAR비교

합병등기일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주가수익률은 등기일 전에는 지속적인 하
락을 보이다가 등기일 1일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값을 보이
며,공시일에는 음(-)의 값으로 전환하였다가,합병등기 후 1∼2일은 다시 양(+)
의 값으로 변하다가 그 후에는 지속적인 음(-)의 값을 보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CAR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의 초과수익률과 누적적 초과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합병공시일 관련하여서는 공시 전 2일부터 공시 당일까지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공시효과는 공시 전 2일부터 공시당일까
지 공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합병등기일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등기일 당일만 음(-)으로 유의한 값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등기효과는 당일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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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병공시 및 합병등기일의 표본의 차이검정

<표 15>과 <표 16>은 합병공시 및 합병등기일을 사건기준일로 하여 공시
전․후 및 합병등기일 전․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의 차이검정을 실시
한 결과이다.

<표 15>합병공시일 평균의 차이 검정

구 분 상관관계 평 균 t 유의확률
AR 합병공시 전․후 0.119(0.531) .0039 1.984 .057
CAR 합병공시 전․후 -0.369(0.045) -.1075 -15.298 .000

<표 15>를 살펴보면 합병공시일 전․후의 초과수익률(AR)의 상관관계는
0.11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평균의 차
이는 0.003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0%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공시일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의 상관관계는 -0.369로 5% 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의 차이는 -0.1075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매우 유의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합병등기일 평균의 차이 검정

구 분 상관관계 평 균 t 유의확률
AR 합병등기 전․후 -0.075(0.693) -.0082 -1.110 .276
CAR 합병등기 전․후 -0.645(0.000) -.1135 -5.091 .000

<표 16>에서 나타난 합병등기일 대응표본 검정을 살펴보면,AR의 경우 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평균값을 검
정한 경우에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음(-)의 값을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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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또한 누적초과수익률(CAR)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1% 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합병공시 및 등기공시일 평균의 차이 검정

구분 평균 t 유의확률
합병 전 EVA -합병 후 EVA 11.53061 0.576265 0.5677
합병 전 MVA -합병 후 MVA 120.3959 4.692932 0.0000

<표 17>는 합병관련 공시 즉,합병공시 및 합병 등기공시에 따른 공시 전․후
의 EVA와 MVA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합병관련 공시 전․후의 EVA를 살펴보면,평균의 차이값이 11.5306이며 t
값은 0.5763(p=0.56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결과를 보이고 있다.평균의 차이
값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합병전의 EVA 평균값이 합병후의 EVA
값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VA의 결과를 살펴보면,평균의 차이 값이 120.3959이며 t값은 4.6929(p=0.000)
으로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MVA의 산출은 EVA
의 산출을 이용한 것으로 EVA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합병전의 EVA와 MVA가 합병후의 EVA와 MVA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이 합병 후의 경영성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적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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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한계점

최근 기업인수․합병은 많은 기업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주요한
기업성장전략과 기업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며,기
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합병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합병기업의 EVA와 주가수익률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투자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합병기업의 합병공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회귀분석과 사건일을 전․후로 한 평균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
하면,첫째,합병 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EVA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음
(-)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합병 후에는 EVA는 주식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합병 전․후를 통합
한 전체기간의 회귀분석에서도 합병 후의 결과와 동일하게 EVA가 주가수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다.
따라서,경제적부가가치가 합병기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유용한 투자지표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합병과 관련한 최초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은 합병공시일 전 2일전부터 합병
공시일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이 나타내고 있어 합병공시의 효과
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합병등기 공시의 초과수익률 효과를 살펴
보면, 합병공시와는 달리 공시당일(t=0)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나 합병등기 공시효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기간이 2기간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에 표

본기간이 짧고,둘째 표본의 선정에 있어 코스닥시장의 자료만을 이용하여,표본
이 매우 작아 일반화하는데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또한 표본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산업별 특성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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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표본기업 >
번호 회 사 명 거래소코드 최초공시일 합병등기일
1 (주)세중나모여행 039310 2007/01/15 2007/04/03
2 (주)팬엔터테인먼트 068050 2007/01/24 2007/04/10
3 (주)삼화네트웍스 046390 2007/01/26 2007/05/02
4 (주)다스텍 043710 2007/02/16 2007/05/02
5 (주)쌈지 033260 2007/03/14 2007/06/01
6 엠넷미디어(주) 056200 2007/02/05 2007/06/04
7 (주)엔케이바이오 019260 2007/04/02 2007/06/09
8 (주)김종학프로덕션 054120 2007/03/14 2007/06/09
9 (주)티엘아이 062860 2007/04/03 2007/06/11
10 (주)다우데이타 032190 2007/04/12 2007/06/20
11 이노메탈로봇(주) 070080 2007/03/30 2007/07/04
12 (주)평산 089480 2007/04/16 2007/07/12
13 (주)예당엔터테인먼트 049000 2007/04/30 2007/07/25
14 (주)희훈디앤지 019640 2007/04/30 2007/08/03
15 (주)에듀박스 035290 2007/05/25 2007/08/09
16 용현비엠(주) 089230 2007/05/28 2007/08/14
17 (주)유비컴 043220 2007/05/22 2007/08/14
18 (주)보더스티엠 071530 2007/06/04 2007/08/10
19 (주)옵토매직 010170 2007/05/23 2007/08/24
20 하이쎌(주) 066980 2007/05/08 2007/08/29
21 (주)씨엘엘씨디 035710 2007/06/11 2007/08/30
22 (주)에피밸리 068630 2007/06/29 2007/09/11
23 (주)리노스 039980 2007/06/25 2007/10/04
24 (주)그랜드포트 033880 2007/06/21 2007/10/02
25 (주)이노칩테크놀로지 080420 2007/08/02 2007/10/12
26 (주)디케이디앤아이 033310 2007/07/24 2007/10/15
27 (주)엑스로드 074140 2007/08/07 2007/10/25
28 (주)엑사이엔씨 054940 2007/07/16 2007/10/25
29 (주)새로닉스 042600 2007/08/08 2007/10/17
3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066270 2007/06/25 2007/11/02
31 (주)아이니츠 032860 2007/07/30 2007/11/05
32 오성엘에스티(주) 052420 2007/07/30 2007/11/01
33 엠앤엠(주) 052300 2007/08/16 2007/11/09
34 (주)세계투어 047600 2007/08/13 2007/11/02
35 미주씨앤아이(주) 053040 2007/08/20 2007/11/08
36 (주)무학 033920 2007/08/22 2007/11/13
37 (주)에스비엠 037630 2007/09/12 2007/12/04
38 비전하이테크(주) 015050 2007/08/31 2007/11/22
39 (주)자연과환경 043910 2007/09/17 2007/12/04
40 (주)한틀시스템 058420 2007/09/05 2007/12/05
41 (주)온세텔레콤 036630 2007/07/02 2007/11/12
42 (주)인스프리트 073130 2007/09/18 2007/12/12
43 (주)제강홀딩스 045290 2007/09/12 2007/12/31
44 (주)쿨투 056020 2007/10/18 2007/12/27
45 (주)에스지엔지 040610 2007/10/09 2007/12/27
46 (주)포넷 048270 2007/09/03 2007/11/29
47 (주)정상제이엘에스 040420 2007/10/09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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