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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 소비, 투자 및 고용이 축소된다. 최근 몇 차례의 경제위기나 COVID-19
도 세계경제의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정책들
은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의 괴리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번 불거진 불확실성은 파급
력과 확산경로가 다양하여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과거부터 경기변동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불확실성은 추상적 개념이어서 수치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한 WUI(World Uncertainty Index)가 개발되어 이 지수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학 연구
에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를 도입하여,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불확실성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까지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는 투자의사결정에서 순자산과 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등의 회계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지만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크게 하락했다.
한글색인어 경제적 불확실성, WUI, 텍스트 마이닝, 가치관련성

ABSTRACT Uncertainty, unlike risk, is hard to be predicted and measured. When economic uncertainty increases, it becomes difficult for policy makers and
investors to respond and come up with the ambiguous economic situation. The uncertainty not only reduces consump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but
also increases volatility of stock price. As an example, recent COVID-19 has increased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Governments have tried to resolve
the uncertainty through activ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but these policies are not successful but result in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real market
and capital market. A few economists recently have developed economic uncertainty index to diagnose and re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They applied
textual analysis to measure the index using mass media articles and economic reports of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uncertainty affects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WUI(World Uncertainty Index) developed by Ahir et al. (2018). The results show
that EPS and BV of equity lose their value relevance significantly as economic uncertainty increases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20. The value relevance
of accruals and operating cash flow also decrease significantly during high uncertainty period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uncertainty lower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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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적 불확실성1)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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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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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이 하락하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Bloom 2009), 기업은 투자 및 고용의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연구개발 활동에도
소극적이 되어 특허 개발이나 혁신이 더디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Bloom 2009; Lui and Zhang 2015; Basu and Bundick 2017).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OECD 2020).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향후의 경제전망은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바이러스의 활
발한 변이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하였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무역
분쟁과 같은 국가간 경제정책에 의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시기나 파급력에 대한 예상이 가
능하지만,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해소시기나 경제적 파급력을 지금으로서
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다.
불확실성은 위험과 차이가 있다. Williams(2015)는 두 단어의 개념을 경제적 성과(payoff)에 대한
확률(probabilities)로 나타낸 Knight(1921)의 정의로 설명하였다. 그는 위험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각 결과의 가능성을 아는 경우이고, 불확실성은 각 결과의 가능성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험은 A라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40%이고 하락
할 가능성은 60%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이지만, 불확실성은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의 가능성
자체를 모르는 경우이다. 위험은 모델을 통하여 정량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 그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미래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측과 영
향에 대한 대비도 쉽지 않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좀 더 예측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이나 정책입안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측정하기 어렵지만(Bloom 2014; Jurado et al. 2015) 최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등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지수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Baker et al. (2016)은 신문기사에 나온 경제 및 국가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단어를 이용하여 Economic Policy Uncertainty(EPU) 지수를 개발하였고, Ahir et al. (2018)은 Baker
et al. (2016)의 방법론을 개선하고 기간 및 국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World Uncertainty Index(WUI)
지수를 개발하였다. WUI는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간하는 분기별 보고서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의 빈
도를 계산한 후 여러 가지 국가지표를 반영하여 계산된다.2)
본 연구는 한국의 WUI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변동할 때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이 변동할 때 순이익과 순자산 및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 EIU는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그룹으로 세계 20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경제⋅산업환경과 국
가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과 중장기 예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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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
성이 모두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둘째, 순이익을 분해한 가치관련성 분석에서도 경제적 불확실성
이 증가할수록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모두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들
은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셋째, 해석의 편의를 위해 WUI지수를
5분위수로 구분하여 가장 높은 분위수(5분위수)와 가장 낮은 분위수(1분위수)에 더미변수를 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더욱 뚜렷하게 감소하
였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3분위수)까지는 투자자들이 순이익을 투자의사결정에 유
용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4분위수, 5분위수)에서는 순이익의 가치관
련성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아니지만 주로 주식가격에
관련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측정치인 VKOSPI(volatility of KOSPI200)와 KDI가 제공하는 한국
형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KEPU)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주요 가설 검증결과
와 유사하였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한 첫 연구이다. 불확실성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개발되었고 국제적 신뢰도
가 높은 경제보고서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지수(WUI)를 회계학 연구에 도입해
본 것도 공헌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등 특정 위기 상
황(Graham et al. 2000; Ho et al. 2001; Davis-Friday and Gordon 2005; 손혁 등 2021)이나 기업도산
상황(Barth et al. 1998)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는
불확실성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상황이 아닌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연
구하여 좀더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높은 연구를 시도하였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의 일정 수
준까지 투자자들은 회계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에서는 유용성
이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회계정보 이외의 정보를 더 탐색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정
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표본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회귀분석결과를 포함한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였
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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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가설
2.1 경제적 불확실성과 WUI
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의 경제적 사건이 인접국으로 확산되거나, 그 연쇄반응의 파급효과가 글
로벌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글로
벌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수출과 수입은 물론이고 많은 기
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까지 달라진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
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Knight(1921)은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ambiguity)은 확률분포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것으
로, 측정가능한 위험과 달리 측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urado
et al. (2015)은 불확실성을 여러 경제변수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조건부 변동성의 공통부문으로 정
의했으며, Bloom(2014)은 순수 불확실성과 위험을 혼합하여 정의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정
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측과 측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불확실성
은 최근 몇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WUI는 Ahir et al. (2018)의 연구를 통해 최근에 제공되기
시작한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이다. WUI는 비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
여 측정한 지수로 영국의 EIU가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는 개별 국가보고서를 자료원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고, 분기별로 동일한 형식의 문서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
론매체의 기사보다 자료형식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Figure 1>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WUI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WUI의 지수가 가
파르게 튀어오르는 구간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993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자본시장에서 시중자금 음성화
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1998년에는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신
청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시기이다. 2001년 9.11테러와 2002년 제2걸프전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컸으며, 2003년에는 가계신용 부실로 인한 카드사태로 경제적 불확실
성이 매우 높았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우려와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의 부실이 현실화 되면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며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
도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및 Brexit, 미⋅중 무역분쟁 등과 같은 해외 불확
실성의 영향이 국내에서 나타났다. WUI 지수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최근에는 COVID-19의 방역수칙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하지
만 이전의 경제위기에 비하여 COVID-19로 인한 2020년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낮은 편이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3.1%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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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이 포함된 선진국은 4.5% 감소하였으며, 신흥개발도상국도 2.1%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
제성장율은 0.9%만 감소하여 경제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중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더욱
이 수출의 견고한 증가세와 빠른 추경집행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GDP수준으
로 회복하였다(기획재정부 2021.10.12.).
산업수준에서 보면 COVID-19는 전통적인 사업인 유통업과 관광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COVID-19의 검사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집중되
었으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로 디지털 경제분야가 각광을 받게 되어 반도체 산업은 물론
비대면 산업들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손혁 등 2021).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위기는 모든 산업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컸지만, COVID-19 위기는 업종간에 차이를 보
이고 있고, 경제성장에 대한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위기 보다는 경제적 불
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WUI(EPU 포함)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특성상 측정방법에 따라 불확실성 지수
의 측정치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지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연
구자의 의도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으나, 자료의 시계열속성이나 데이터속성이 알고리즘 설계에 적
절히 반영되지 못해 특정 기간의 불확실성 지수가 다르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박대민 2013). 또
한 해당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및 영향력이 반영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Figure 1> Economic uncertainty index by year

1) source: http://www.policyuncertainty.com/index.html
2) The shaded areas are economic crisis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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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불확실성 지수 WUI와 EPU
WUI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제공하는 EIU3)의 국가보고서에서 ‘불확실성(또는 그 외 불확실성
의 변형된 표현)’의 빈도수를 사용하여 143개 국가에 대한 분기별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를 제공하
고 있다. EIU 보고서는 정치,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예측과 함께 각 국가의 주요 정치
및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143개국에 대해 분기보고서의 형식
으로 대상국가가 많고 자료원이 국가보고서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지수로는 EPU가 사용되어 오고 있어서 WUI
와 EPU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WUI는 143개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지수로 널리 사용
되는 Baker et al. (2016)이 개발한 EPU4)는 표본 국가가 26개국(2021년 6월 기준)으로 제한적이다.
WUI와 동일하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EPU는 신문 등의 매체에서 수
집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기사의 단어를 통해서 EPU지수가 산출된다. WUI는 국가대상 경제 및
정책보고서의 특성상 대중매체의 기사에 기반을 둔 EPU보다는 대중의 관심이나 정부의 정책방향
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텍스트 마이닝으로 국가경제 및 정치발전에 대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WUI는 측정된 단어수에 페이지수 및 국가별 그룹 간 GDP 가중치 배율을
조정하고 1,000을 곱하여 산출한다.
EPU와 WU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WUI는 경제 및 정치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별 보고서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EPU는 글로벌 뉴스를 다루는 신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Ahir et al. 2018).
둘째, EPU는 언론사의 선정이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 선정이 개별국가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이긍희 등(2020)은 Baker et al. (2016)이 산출한 한국의 EPU는 단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선택기준5)도 명확하지 않아 한국의
불확실성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윤과 정태훈(2020)도 EPU에 활용
된 신문사가 국내 발행부수 상위 3개사(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인터넷 기사가
EPU지수 산출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EPU 지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신문
의 경우 종이신문에 비해 기사수가 적게는 1.3배, 많게는 4.6배에 이르기 때문에 지수가 실제 영향
력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긍희 등 2020). 실제로 EPU는 한국의 대
표적인 불확실성 기간인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3) EIU 보고서의 제공과 형식은 <Appendix 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EPU지수는 http://www.policyuncertainty.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EPU지수는 일간지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과 경제지인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총 6개의 매체를 통
해 산출한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아카이브 문제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EPU지수 산출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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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WUI와 EPU를 비교한 것인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에 WUI와 EPU 두 지수간에 차이를 보인다. WUI와 EPU는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상황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6). 특히 2003년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가계신
용 관련 불확실성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시기에 WUI는 불확실성이 급증한 반면에 EPU는 불확실
성이 감소한다고 나타나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우려
와 2014년 유럽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불확실성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의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WUI를 활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Figure 2> Comparison between WUI and EPU by year

1) The shaded areas are periods of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UI and EPU.

2.2 선행연구
2.2.1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회계품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러나 불확
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이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 오히려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6) Ahir et al. (2018)의 연구에서 WUI와 EPU의 상관관계는 0.705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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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houl et al. (2021)은 경제에 미치는 국가정책의 불확실성(EPU)이 증가할수록 정보이용자
들이 회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에서 경영자는 재량권을 줄여
정확성이 더 높은 성과를 보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보획득 비용이 증가하
기 때문에 정보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정보 수집이 어려워진 투자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
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예측오차)이 커지
면 기업의 이익반응계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Andrei et al. 2019). 더욱이 경제적 불
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질적 기대가 커져서 정보 비대칭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자는 과거보다 자발적 공시회수를 더 늘리는 경
향이 있다(Kim and Qi 2010; Konchitchki et al. 2016).
반면에 Jin et al. (2019a)은 경제적 불확실성(EPU)이 높은 시기에 은행은 대출손실 추정과 발생
액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익조정 동기가 생겨서 회계이익의 불투명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
고했다. 그리고 Dhole et al. (2021)은 EPU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조정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발생액의 질이 낮고 이익 변동성이 큰 기
업에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허성준 등
(2018)은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와 매출액의 표준편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불확실성의 대용치로
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자가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Nagar et al. (2019)은 EPU가 높을 때 어닝서프라이즈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는 이익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익정보에 대한 정보효과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가독성
을 낮추기 위해 텍스트 길이를 늘리며, 더 부정확한 어조를 사용하여 모호성이 높아진다(Jiang et al.
2020). 그리고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애널리스트의 예측력은 떨어지며(Baloria and Mamo 2017),
기대수익이 감소하고(Chen et al. 2017), 주가변동성은 증가한다(Liu and Zhang 2015). 또한 주가붕
괴 위험도 높아짐을 보고했다(Jin et al. 2019b).
2.2.2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경제조직은 투자자들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음으로
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데, 만일 신뢰를 잃게 된다면 파산, 공황 등과 같은 위기에 봉착한다(Davis
1995). 1920년대의 경제대공황,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이 불확실성이 위기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확실성은 위험과 달리 예측과 측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험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하기
도 힘들다(Knight 1921; Bloom 2014; Jurado et al. 2015). 경제위기는 위험보다는 불확실성에 기인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많은 불확실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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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경제위기 기간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분석대상에 따라 기업, 산업, 국가별 분석으로 구분된다.7) 먼저 개별 기업의 불확실
성이 증가하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변하는지를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는 Barth et al.
(1998)이다. Barth et al. (1998)은 순자산은 기업의 청산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순이익은 성
장과 미래 초과수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재무상태가 열악해지면,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
락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오히려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도산을 대상으로 도산이전
5년간의 회계변수의 가치관련성과, 신용등급이 높고 낮은 표본을 비교하여 회계변수의 가치관련
성을 연구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Hayn(1995)은 적자기업이 흑자기업보다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아짐을 발견했으며, Subramanyam and Wild(1996)도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함을 보고했다.
재무적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을 대상으로 한 윤재원과 최현돌(2005)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전후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검증했다. 순자산과 순이
익의 가치관련성은 외환위기 이후 순자산은 증가하고, 순이익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보다 순자산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Graham et al. (2000)은 동아시아 외환위기인 1997년 태국은 순이익뿐만 아니라 순자산도 주가
에 대한 가치관련성이 감소함을 보고했다. Davis-Friday and Gordon(2005)는 멕시코의 경제위기
동안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하지만 순자산은 오히려 설명력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Ho et al. (2001)은 한국의 외환위기 전후 기간 동안 회계정보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 순이익과 순자
산의 가치관련성을 모두 유의하게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은 더
증가함을 확인했다. Davis-Friday et al. (2006)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4개국의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한 반면 순자산
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순이익과 순자산 모도 가치관련성이 하락했으며,
한국은 경제위기 기간에도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에 변화가 없었다. 이는 국가별 회계시스
템과 기업의 지배구조 차이 등으로 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관과 최성호(2010)는 외환위기 동안은 순이익의 가치관련성
은 변하지 않았지만, 순자산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그에 반
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여 Barth
et al. (1998)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Bepari et al. (2013)은 호주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기간과 위기기간으로 나누어 금융위기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글로
7) 경제위기 기간동안 회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희선과 조미옥(2021)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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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융위기 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다는 결
과를 보고했다. 이는 Barth et al. (199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Tahat et al.
(2017)은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위기전, 위기기간, 위기이후)에 대해 순자산
과 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을 조사했다. 금
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과 비교해서 금융위기동안 순자산, 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
름,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였다. Eugenio et al. (2019)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Tahat et al. (2017)과 동일하게 기간을 나누어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순자산의 가치관
련성은 증가한 반면,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어려워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경제적 충격이 급증했던 시기인 경제위기를 대상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최
근들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가 개발됨에 따라 모든 기간에 걸쳐 불확실
성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경제적 위기나 도산과 같은
사건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로 측정한 경제환경
의 변화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여 선행연구보다 진일보된 연구라고 생각
한다.

2.3 가설설정
과거부터 경제적 불확실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선행연구들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거나 경제위기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했다(Berger et al. 1996; Burgstahler and Dichev 1997; Collins et al.
1997; Barth et al. 1998).
예를 들어, Barth et al. (1998)은 도산과 같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일수록 순이익의 가치관련
성은 감소하지만,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재무적
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 미래 초과이익을 나타내는 순이익보다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더 민감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arth et al.
(1998)의 논리를 확대하여 선행연구들은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2008년 글로벌 경
제위기 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Bepari et al. 2013; Tahat et
al. 2017; Eugenio et al. 2019). 하지만 경제위기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Graham et al. (2000)과 Ho et al. (2001)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위기
기간동안 회계정보(순이익,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모두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Berger et al. (1996)과 Davis-Friday and Gordon(2005)은 Barth et al. (1998)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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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한 반면,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
다. Baker et al. (2016)은 신문기사에 노출된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를 통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
수(EPU)를 개발하였으며, Ahir et al. (2018)은 Baker et al. (2016)이 개발한 EPU의 측정방식을 개
선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어 WUI 지수를 개발하였다. 현재 경제학과 재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Gozgor et al. 2019; Choi
et al. 2020; Nguyen et al. 2020; Nguyen and Lee 2021).
회계학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회계정보의 가치가 증가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므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정보의 질과 회계투명성은 향상되며(Andrei et al. 2019),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황주희와 최관 2020).
그에 반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수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므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가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이익
조정이 증가하며(Jin et al. 2019a; Dhole et al. 2021; 허성준 등 2018),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도 감
소한다(Dhole et al. 2021).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자는 이익에 대한 확신이 적고
이해관계자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아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도 반응이 약하고(Nagar et al.
2019), 주가붕괴 위험은 증가하며(Jin et al. 2019b),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도도 떨어진다
(Baloria and Mamo 2017).
한국의 20년간의 회계투명성을 분석한 강나라와 최관(2020)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계투명성
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시계열별 측정값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기에는 회계정보의 불투명성(3년간 재량적발생액의 절대
값의 합) 및 유동발생액이 증가하며, 소규모 손실 보고비율도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보고이익의 질은 낮아지며(Dhole et al. 2021), 가치관련성도 감소한다(Nagar et al.
2019)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할 것이다.
순이익은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위기
기간에는 이전기간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o et al.
2001; Davis-Friday et al. 2006).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위기에서 영업현금
흐름의 가치관련성도 낮아졌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Jin et al. 2019a; 손혁 등 2021).
기업의 경영성과 중에서 영업현금흐름은 발생기준 회계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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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영업현금흐름은 객관적이고 이미 실현된 수치이며 발생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아 확정적
(hard)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서 발생액은 현금기준과는 다른(또는 제외한) 발생기준 회계원
칙이 적용되어있는 부분과 회계추정으로 산출된다.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발생액의 크기로 기업의
정보비대칭을 측정하거나(Sloan 1996) 발생액을 가까운 장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보
기도 하고(Barth et al. 2001), 재량적으로 정해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부분(Subramanyam
1996)으로 보기도 한다.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은 경제적 불확실성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영업
현금흐름은 이미 기업이 획득한 과실로서 확정된 성질을 가지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 가치관련성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액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변동이나 재
고자산의 변동 등 여러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
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변동은 회계추정치의 변동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치와의 가치관
련성에서 반드시 가치관련성이 낮아진다거나 높아진다고 단편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
면 경영자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기업의 미래성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
져서 기업이 좀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시도한 경우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반
면에 영업현금흐름보다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발생액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회계
항목이 되어 가치관련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재량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발
생액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 가치관련성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가설 2>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발생액과 영업현
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귀무가설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2: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해도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방법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외에도 주변 국가간의 무역협상 등 다양한 정책
적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특정 산업에도 타격이 매우 컸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형식 (1)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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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it = α0 +α1EPSit +α2BPSit +α3WUIit +α4WUIit×EPSit +α5WUIit×BPSit +∑IND +∑YD +εit
PRICEit

=

기말주가;

EPSit

=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

BPSit

=

주당순자산 (= 자본총계- 우선주자본금 /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

WUIit

=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 (= Ahir et al.,(2018)가 개발한 WUI 산술평균 값);

IND

=

산업더미;

YD

=

연도더미;

εit

=

잔차항.

(1)

각 회계변수의 아래첨자 i는 기업을 t는 보고연도를 나타낸다. 이하 다른 연구모형에서도 동일함.

종속변수인 PRICE는 보고기간말 주가로 측정하였다. 설명변수 중에서 주당순이익(EPS)은 당기
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주당순자산(BPS)은 자본총계에서 우
선주자본금을 차감후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WUI는 Ahir et al. (2018)이 개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측정지수이다. 저자들은
WUI 지수를 EIU 국가보고서 문장에서 ‘불확실한(또는 그 외 비슷한 의미를 지닌 변형된 단어)’과
같은 단어의 백분율을 계산했다. 그런 다음 GDP 가중값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경제규모(단순 평균
및 GDP 가중 평균), 국민소득(선진국, 신흥국 및 저개발국 구분) 및 지역구분(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중동 및 중앙아시아, 미주지역)에 따른 가중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숫자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WUI 중에서 한국의 WUI를 사용한다.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있지만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다.
Ho et al. (2001)은 영업현금흐름은 기업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위기
동안 가치관련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Davis-Friday et al. (2006)도 경제위기
시 발생액보다는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위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관과 최성호(2010)는 1998년 외환위기 동안은 영
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은 영업현금흐
름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 2000년 이후
수년간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 회계제도 및 관련 법률의 개정등으로 ‘회계개혁’을 시도하여 자본시
장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혁 등(2021)에 의하면 COVID-19
이전 기간에 비해 COVID-19 기간에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이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보다 더 감소하였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이익을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으로 분해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
라서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이 변동하는지, 만일 하락한다면 상대적으로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이 더 하락하는지에 대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식 (2)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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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it = α0 +α11ACCPSit +α12CPSit +α2BPSit +α3WUIit +
α41WUIit×ACCPSit +α42WUIit×CPSit +α5WUIit×BPSit +
∑IND +∑YD +εit
ACCPSit

=

주당발생액 (= 총발생액 /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

CPSit

=

주당영업현금흐름 (= 영업현금흐름 /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

(2)

주당발생액(ACCPS)은 총발생액(total accrual)을 가중평균유통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측정하였으
며, 주당영업현금흐름(CPS)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유통발행주
식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
관련성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면, α41과 α42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발생액의 가치관련성이 영업현금흐름보다 더 감소한다면 α41의 하락율이
α42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모형식 (1)과 모형식 (2)는 WUI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정보의 가
치관련성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회계정보(EPS, BPS, ACCPS, CPS)와
WUI는 모두 연속변수이여서 두 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해석이 쉽지 않다. 이에 연구결과를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모형식 (3)과 (4)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WUI를 더미변수화(HLWUI)하
였다. 먼저 WUI을 5분위수로 나누었다. WUI지수가 가장 높은 분위수(5분위수 : 경제적 불확실성
이 가장 높은 시기)에 1의 값을, WUI지수가 가장 낮은 분위수(1분위수 :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시기)에 0의 값을 주어, WUI가 가장 낮은 기간에 비해 WUI가 가장 높은 기간에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PRICEit = β0 +β1EPSit +β2BPSit +β3HLWUIit +β4HLWUIit×EPSit +
β5HLWUIit×BPSit +∑INDit +∑YDit +εit

(3)

PRICEit = β0 +β11ACCPSit +β12CPSit +β2BPSit +β3HLWUIit +
β41HLWUIit×ACCPSit +β42HLWUIit×CPSit +β5HLWUIit×BPSit +
∑IND +∑YD +εit

(4)

HLWUIit

=

WUI가 가장 높은 분위수(5분위수)에 해당하면 1, 가장 낮은 분위수(1분위수)에
해당하면 0인 더미변수.

HLWUI는 WUI지수가 가장 높은 5분위수에 해당하면 1, 가장 낮은 1분위수에 해당하면 0인 더미
변수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기간에 비해 가장 높은 기간에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면 β4, β41, β42, β5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은 β41과 β42을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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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선정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한 기업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전체 표본기업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 12월 이외의 결산법인
(2) 금융업
(3) Fn-Guide에서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조건 (1)과 조건 (2)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12월 이외의 결산법인과 금융업
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건 (3)은 자료원에 관한 사항이다. 연구모형의 검증에서는 본 연구의 주
요 변수인 EPS, BPS, CPS, ACCPS의 상하 1%를 벗어난 관측치는 극단치로 보고 제거하였다.
<Table 1>의 Panel A는 표본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37,643개 기업-연도이다. 이중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2,368개 기
업-연도와 금융업 및 상장형 금융상품(SPAC, ETF)인 2,509개 기업-연도는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
다.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표본 및 극단치 601개 기업-연도도 제외했다. 최종적으
로 본 연구에서는 32,165개 기업-연도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Panel B는 연도별 자료의
분포를 나타낸다. 연도별로 표본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Table 1> Sample selection

<Panel A> Sample selection criteria
number of sample
(firm-years)

Sample selection criteria
Firms traded in Korea Exchange for 1999∼2020

37,643

(-)

Delete non-December fiscal years

2,368

(-)

Delete banking firms, SPAC, and ETF

2,509

(-)

Delete firms with missing data

=

Final sample

601
32,165

1) The upper and lower 1% of the main variables, EPS, BPS, ACCPS, and CPS are removed by wins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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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Number of yearly sample
Year

N

Year

N

1999

693

2010

1,475

2000

841

2011

1,507

2001

1,023

2012

1,516

2002

1,189

2013

1,541

2003

1,260

2014

1,588

2004

1,288

2015

1,678

2005

1,347

2016

1,749

2006

1,405

2017

1,817

2007

1,450

2018

1,893

2008

1,467

2019

1,958

2009

1,475

2020

2,005

Ⅳ.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Table 2>의 Panel A는 전체표본에 대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PRICE)는 평균 15,055원이며, 중위수는 5,160
원이다.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매우 큰 것은 상대적으로 전체표본에 주가가 높은 기업들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WUI의 평균(중위수)은 0.253(0.243)이다.
자산총계(ASSET)의 평균(중위수)은 약 6,292억원(1,030억원)이며, 자본총계(EQUITY)의 평균은
약 3,344억원(600억원)이다. 영업이익(OI)과 당기순이익(NI)의 평균은 각각 약 290억원, 191억원
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된 주당순이익(EPS)의 평균은 716원이며, 중위수는 212원이다.
그리고 주당순이익(EPS)을 분해한 주당발생액(ACCPS)과 주당영업현금흐름(CPS)의 평균(중위수)
은 각각 –573원(-169원)과 1,289원(306원)이다. 주당순자산(BPS)의 평균과 중위수는 13,007원과
4,830원이다. 시장더미변수인 MKT의 평균은 0.382로 코스피시장에 속한 표본은 전체 32,165개 표
본 중 38.2%인 12,287개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속한 표본은 전체표본의 61.8%인 19,878개이다.
Panel B는 경제적 불확실성(WUI)에 대한 5분위수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결
과이다. WUI의 분위수 값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WUI의 1분위수 주가
(PRICE)의 평균(중위수)은 18,159원(6,290원)이며, WUI의 2분위수부터 5분위수까지 주가(PRICE)
의 평균은 17,593원, 14,725원, 12,764원, 11,419원이다.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1분위수와 2분위수
의 낮은 불확실성 구간을 제외하고 주가(PRICE)는 평균과 중위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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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I의 1분위수 주당순이익(EPS)의 평균(중위수)은 658원(163원)이며, WUI의 2분위수와 3분위수
의 순이익(EPS)의 평균은 731원과 766원으로 다소 증가한다. 하지만 4분위수와 5분위수의 순이익
(EPS)의 평균은 각각 713원과 716원으로 감소한다. WUI의 1분위수 주당순자산(BPS)의 평균(중위
수)은 13,094원(4,927원)이며, 2분위수부터 5분위수까지의 주당순자산(BPS)의 평균(중위수)은
14,372원(5,804원), 12,685원(4,694원), 12,720원(4,445원), 12,335원(4,285원)이다. WUI의 주당순
자산(BPS)은 2분위수까지 증가하다가 3분위수부터는 감소하였다. 순이익(EPS)을 분해한 주당발
생액(ACCPS)과 주당영업현금흐름(CPS)의 WUI의 분위수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주당발생액
(ACCPS)는 1분위수부터 5분위수까지 –582원, -690원, –464원, –433원, –665원이다. WUI의 주당영
업현금흐름(CPS)이 1분위수에서 5분위수까지 평균(중위수)은 각각 1,240원(318원), 1,421원(334
원), 1,230원(296원), 1,146원(279원), 1,381원(299원)으로 대체로 2분위수부터는 감소추세에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in the total sample
N=32,165
PRICE

Mean

Std. Dev.

Min.

Median

Max.

15,055

35,221

10

5,160

1,050,000

WUI

0.253

0.126

0.083

0.243

0.495

ASSET

6,292

39,544

5

1,030

2,300,000

EQUITY

3,344

25,297

-843

600

1,830,000

OI

290

3,499

-36,600

35

437,000

NI

191

2,932

-50,700

25

328,000

CFO

423

4,605

-12,700

38

443,000

ACC

-232

2,374

-219,000

-24

20,100

EPS

716

2,418

-9,523

212

23,121

BPS

13,077

24,541

-650

4,830

243,040

ACCPS

-573

2,402

-22,795

-169

11,080

CPS

1,289

3,346

-5,853

306

31,648

MKT

0.382

0.486

0.000

0.000

1.000

1) The variable definitions are as follows. PRICE is stock price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ASSET is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WUI is the annual arithmetic mean of the WUI developed by Ahir et al. (2018). EQUITY is total
equity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less preferred stock capital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OI is operating profit in the
fiscal year. NI is net income in the fiscal year. CFO is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in the fiscal year. ACC is total
accrual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NI-CFO); AI is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in the fiscal year. EPS is earnings per
share (NI/AI) in the fiscal year. BPS is net equity per share (EQUITY/AI)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ACCPS is accruals
per share (ACC/AI)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CPS is cash flow per share (CFO/AI) in the fiscal year. MKT is market
dummy variable (1 if it belongs to KOSPI, and 0 if it belongs to KOSDAQ). The subscripts of the variables, i represents
the firm i and t represents fiscal year t.
2) The units of the amount of ASSET, EQUITY, OI, NI, CFO, ACC are KRW 100 million.

– 49 –

WUI 2
quintile
(N=7,063)

nd

WUI 3
quintile
(N=6,136)

rd

WUI 4
quintile
(N=5,818)

th

WUI 5
quintile
(N=6,438)

th

1,240

CPS

731

318

-192

1,421

-690

4,927 14,372

163

6,290 17,593
766

334

-170

1,230

-464

5,804 12,685

232

6,300 14,725
713

296

-143
1,146

-433

4,694 12,720

226

5,320 12,764
716

279

-160
1,381

-665

4,445 12,335

212

3,783 11,419

Median

Mean

299 -3.13 *** 1.35

-175 2.58 *** 0.98

Median

WUI
3rd quintile
vs.
4th quintile
Mean

Median

WUI
4th quintile
vs.
5th quintile
Mean

Median

WUI
1st quintile
vs.
5th quintile

0.32

1.18

3.24 *** 2.72 *** 1.45

-5.26 *** -3.84 *** -0.77

1.70 *

0.36

1.62

1.95 *

0.71

-0.39

1.80 *

-1.28

-3.91 *** -1.75 *

-2.40 **

5.41 *** 3.10 *** 1.97 **

0.91

-0.07

1.37

-1.19

2.15 **

-3.03 ***

4.44 *** 8.18 *** 3.29 *** 13.48 *** 2.51 ** -3.23 *** 11.68 *** 19.94 ***

Mean

5.27 *** -0.83

0.35

Median

WUI
2nd quintile
vs.
3rd quintile

Difference tests

4,285 -2.92 *** 7.69 *** 3.89 *** 8.91 *** -0.08

227 -1.82 *

4,000 0.82

Mean

WUI
1st quintile
vs.
2nd quintile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Mean difference test is performed by t-test (t-value), and median difference test by Wilcoxon test (z-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582

13,094

BPS

ACCPS

658

EPS

PRICE 18,159

Mean Median Mean Median Mean Median Mean Median Mean Median

WUI 1
quintile
(N=6,710)

st

<Panel B>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tests for the main variables by WUI qui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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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은 기업가치와 회계변수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회계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형식 (5)와 (6)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회계변수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었다. 특정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기업가치와 회계변수간에 변동이 있는지를 가설검증 분석 이전에 살펴보고
자 한 것이다.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의 회귀계수는 모형식 (5), 주당발생액(ACCPS)
과 주당영업현금흐름(CPS)의 회귀계수는 모형식 (6)에서 구하였다.
PRICEit = α0 +α1EPSit +α2BPSit +∑IND +∑YD +εit

(5)

PRICEit = α0 +α11ACCPSit +α12CPSit +α2BPSit +∑IND +∑YD +εit

(6)

<Figure 3>에서는 외환위기(1997∼1998),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와 같은 불확실성이 매
우 커지는 구간에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주당발생액(ACCPS), 주당현금흐름(CPS)
의 회귀계수 값이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가계신용의 불확실성이 컸던 2003년 카드
사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당
순이익, 주당순자산, 주당발생액, 주당현금흐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Comparing trends of regression coefficients of EPS, BPS, ACCPS, CPS by year

1) The shaded areas are economic crisis periods.

4.2 상관관계분석
<Table 3>은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분석결과이다.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주가(PRICE)와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주당영업현금흐름(CPS), 시장더미
변수(MKT)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경제적 불확실성(WUI)과 주당발생액(ACCPS)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주당순이익, 주당순자산, 주당영업현금흐름이 클수록,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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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주당발생액이 작을수록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변수인 불확실성(WUI)과
회계변수간의 관계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EPS, BPS, CPS가 감소했으나, ACCPS는 증가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생액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어서 WUI와 양의 관계가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PRICE
PRICE
EPS
BPS
ACCPS
CPS
WUI
MKT

EPS

BPS

ACCPS

CPS

WUI

MKT

1
0.566
(0.000)
0.601
(0.000)
-0.162
(0.000)
0.525
(0.000)
-0.066
(0.000)
0.205
(0.000)

1
0.620
(0.000)
0.036
(0.000)
0.697
(0.000)
-0.002
0.773
0.229
(0.000)

1
-0.276
(0.000)
0.647
(0.000)
-0.023
(0.000)
0.361
(0.000)

1
-0.692
(0.000)
0.010
0.061
-0.141
(0.000)

1
-0.009
0.120
0.267
(0.000)

1
0.010
0.062

1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represents p-values.

4.3 회귀분석
<Table 4>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가설의 회귀
분석 결과이다. 모형 1은 식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 2는 주당순이익(EPS)을 주당발생
액(ACCPS)과 주당영업현금흐름(CPS)으로 분해한 식 (2)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식 (1)과 식
(2)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 WUI를 상호작용 변수로 활용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모형의 종속변수는 기말 주가(PRICE)로써
회계정보가 가치관련성을 가진다면 유의한 양(+)의 값을 보고할 것이다. 분석결과, 모형 1과 모형 2
에서 회계정보인 주당순이익(EPS:α1), 주당순자산(BPS:α2), 주당발생액(ACCPS:α11)과 주당영업현
금흐름(CPS:α12)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 회계정보는 가치관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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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results of the hypothesis : Uncertainty and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PRICEit = α0 +α1EPSit +α2BPSit +α3WUIit +α4WUIit×EPSit +α5WUIit×BPSit +∑IND +∑YD +εit

(1)

PRICEit = α0 +α11ACCPSit +α12CPSit +α2BPSit +α3WUIit +α41WUIit×ACCPSit +
α42WUIit×CPSit +α5WUIit×BPSit+∑IND +∑YD +εit

(2)

Intercept
EPS
BPS
ACCPS
CPS
WUI
WUI×EPS
WUI×BPS
WUI×ACCPS
WUI×CPS
∑IND & ∑YD
F-test
F-test
F-value
Adj R2
N

Coefficient
32,428
5.450
0.681

-171,511
-2.930
-0.452

Model 1

t-value
6.75 ***
30.42 ***
40.02 ***

-5.04 ***
-4.66 ***
-7.22 ***

Coefficient
34,938
0.633
4.717
5.766
-192.545

Model 2

t-value
7.29 ***
34.60
23.16
31.10
-5.68

-0.473
-2.958
-2.691

Included
α41=α42
α11+α41=α12+α42
773.14***
0.4420
32,165

***
***
***
***

-7.04 ***
-4.14 ***
-4.11 ***
Included
0.25
10.62***
743.43***
0.4469
32,165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The equality test of two coefficients is performed by f-test, and the reported value is f-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WUI×EPS(α4)와 WUI×BPS(α5)는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주당순이익을 분해하
여 주당발생액과 주당영업현금흐름으로 분석한 모형 2에서도 WUI×ACCPS(α41), WUI×CPS(α42),
그리고 WUI×BPS(α5)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회
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Ho et al. (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연속형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변수는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석의 편의상 WUI
변수를 5분위수로 구분하여 가설 재검증을 하였다. 이에 앞서 <Figure 4>에는 WUI의 5분위수 분포
에 따른 주요 가치관련성 변수인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주당발생액(ACCPS), 주당영
업현금흐름(CPS)의 회귀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의 회귀
계수는 모형식 (5)에서, 주당발생액(ACCPS), 주당영업현금흐름(CPS)의 회귀계수는 모형식 (6)에
서 구한 회귀계수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 중의 하나는 특정 사건이 아닌 불확실성 변동에 따른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Figure 4>와 같은 기술적 그래프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Figure 4>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인(monotonic) 회귀계수의 증감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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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지만 3분위 이후에는 주당순이익, 주당발생액, 주당영업현금흐름이 모두 추세적으로 감
소했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4, 5분위에서는 가치관련
성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불확실성을 보이는 5분위수 구간(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모
든 회계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Figur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accounting variables on the model (5) and (6) by WUI quintile

1) The values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quintile are measured by the model (5) and (6).

<Table 5>의 Panel A는 <Figure 4>에 나타낸 경제적 불확실성의 5분위수에 따른 주당순이익과
주당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을 표로 다시 나타낸 결과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5분위수에 가까워질
수록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의 회귀계수 값 모두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5분위수와 가장 낮은 1분위수간 주당순이익(EPS)와 주당순자산(BPS)의 회
귀계수 차이를 평행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기간의 주당순이익
(EPS)과 주당순자산(BPS)의 가치관련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기간의 주당순이익(EPS)
과 주당순자산(BPS)의 가치관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주당순이익(EPS)을 주당발생액(ACCPS)과 주당영업현금흐름(CPS)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Panel
B를 살펴보면, Panel A와 동일하게 추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회귀계수값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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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Panel A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WUI의 1분위수와 5분위수) 간 회귀계수의 유의한 차이를 평
행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발생액(ACCPS), 주당영업현금흐름(CPS)과 주당순자산(BPS) 회
귀계수 모두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기간에 비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기간이 유의하게 작았
다. 이는 앞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Table 5> Test results of the hypothesis by WUI quintiles

<Panel A>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WUI quintile
PRICEit = α0 +α1EPSit +α2BPSit +∑IND +∑YD +εit

(5)
WUI
1st quintile vs.
5th quintile.
Test for parallelism

WUI
1st quintile

WUI
2nd quintile

WUI
3rd quintile

WUI
4th quintile

WUI
5th quintile

Intercept

13,244
(2.42)***

3,407
(0.54)

10,309
(2.54)***

13,438
(3.01)***

6,095
(1.98)**

EPS

5.237
(26.16)***

4.885
(23.13)***

5.729
(37.47)***

4.333
(27.26)***

3.667
(31.20)***

8.88 ***

BPS

0.670
(37.15)***

0.592
(29.71)***

0.499
(32.34)***

0.575
(37.17)***

0.452
(34.12)***

12.31 ***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454.88***

258.51***

571.24***

405.13***

420.92***

0.4679

0.3380

0.5472

0.4746

0.4773

6,710

7,063

6,136

5,818

6,438

∑IND &∑YD
F-value
Adj R

2

N

<Panel B>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WUI quintile (components)
PRICEit = α0 +α11ACCPSit +α12CPSit +α2BPSit +∑IND +∑YD +εit

(6)
WUI
1st quintile vs.
5th quintile.
Test for parallelism

WUI
1st quintile

WUI
2nd quintile

WUI
3rd quintile

WUI
4th quintile

WUI
5th quintile

Intercept

13,193
(2.42)***

3,590
(0.57)

11,094
(2.77)***

12,866
(2.90)***

6,008
(1.96)**

ACCPS

4.165
(17.98)***

4.528
(19.07)***

4.553
(26.29)***

3.192
(16.69)***

3.177
(24.08)***

5.59 ***

CPS

5.741
(27.78)***

5.068
(23.22)***

6.380
(40.42)***

4.818
(29.36)***

3.961
(32.32)***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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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7
(30.33)***

0.566
(26.29)***

0.413
(25.10)***

0.512
(29.70)***

0.407
(28.53)***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433.31***

242.33***

560.29***

391.22***

401.03***

Adj R2

0.4743

0.3389

0.5607

0.4843

0.4825

N

6,710

7,063

6,136

5.818

6,438

BPS
∑IND & ∑YD

10.74 ***

<Panel C> Difference of the value relevance between high and low quintiles of WUI
PRICEit = β0 +β1EPSit +β2BPSit +β3HLWUIit +β4HLWUIit×EPSit +
β5HLWUIit×BPSit +∑IND +∑YD +εit

(3)

PRICEit = β0 +β11ACCPSit +β12CPSit +β2BPSit +β3HLWUIit +
β41HLWUIit×ACCPSit +β42HLWUIit×CPSit +β5HLWUIit×BPSit +
∑IND +∑YD +εit

(4)

Model 1

Model 2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Intercept

10,822

3.53

***

EPS

5.235

30.96

***

BPS

0.671

44.24

***

t-value

10,459

3.43

***

0.599

36.21

***

ACCPS

4.175

21.34

***

CPS

5.733

32.84

***

-2,385

-2.78

***

-0.195

-7.85

***

HLWUI×ACCPS

-1.006

-3.86

***

HLWUI×CPS

-1.773

-7.48

***

HLWUI

-2,895

-3.36

***

HLWUI×EPS

-1.570

-6.87

***

HLWUI×BPS

-0.221

-9.70

***

∑IND & ∑YD

Included

Included

F test

β41=β42

15.59***

F test

β11+β41=β12+β42

38.43***

597.68***

556.34***

0.4758

0.4817

13,148

13,148

F-value
Adj R
N

2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HLWUI is a dummy variable whose WUI index is 1 if it
corresponds to the highest(5th) quintile, and 0 if it corresponds to the lowest(1st) quartile.
2) The equality test of two coefficients is performed by f-test, and the reported value is f-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Panel C는 WUI의 1분위수와 5분위수를 더미변수(HLWUI)로 만들어 회계정보와 상호작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모형 1의 분석결과, HLWUI×EPS(β4), HLWUI×BPS(β5)의 회귀계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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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낮은 기간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에
서는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모형 2의 HLWUI×ACCPS(β41),
HLWUI×CPS(β42), HLWUI×BPS(β5)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나 연속변수를 이용하여 분석
한 <Table 4>의 결과와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 2는 순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나누어, 불확실성이 변동할 때 두 변수의 가
치관련성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Table 4>의 하단에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른 회귀
계수의 차이를 검증했다. 먼저 불확실성과 회계변수의 상호작용변수인 WUI×ACCPS(-2.958)와
WUI×CPS(-2.691) 회귀계수의 차이를 F-test로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F=0.25). 이는 두 변수가 경제적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은 그 특성이 달라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가
치관련성은 하락하지만, 하락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적으로 발생액의 회귀계수와 발생액과 불확실성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를 더한 값(ACCPS +
WUI×ACCPS=1.759)과 영업현금흐름의 회귀계수와 영업현금흐름과 불확실성의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를 더한 값(CPS + WUI×CPS=3.705)의 차이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발생액
보다 영업현금흐름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으로 큰 값(F=10.62***)을 가지고 있으나 불확실성 변화
에 따른 차이만을 분리해 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상호작용변수인 WUI가 더미변수가 아닌
원변수 값(raw value)을 사용하여 결과의 해석이 어렵다.
<Table 5>의 패널 C 하단에서도 유사한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패널 C의 연구모형은 불확실성의
크기를 5단계로 나누고 HLWUI 변수를 추가하여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집단은 0의 값을, 가장 높
은 집단은 1의 값을 부여한 것이다. 먼저 상호작용변수인 HLWUI×ACCPS와 HLWUI×CPS의 계수
값은 예측과 다르게 발생액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가 –1.006으로 영업현금흐름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 –1.773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1분위보다 5분위에서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
하락이 큼을 의미한다. 그런데 ACCPS + HLWUI×ACCPS의 회귀계수 합이 3.169의 값을 그리고
CPS + HLWUI×CPS 회귀계수의 합은 3.960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가치관련성은 영업현
금흐름이 더 큰,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5분위 집단에서는 영업현금흐름
의 가치관련성이 발생액보다 높지만 불확실성의 증가할수록 발생액보다 가치관련성의 하락이 크
게 나타난다.
<Table 4>와 <Table 5>의 패널 C에서 가설 2의 분석결과로는 불확실성에 따른 발생액과 현금흐
름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는 불확실성
이 증가할 때 두 변수 모두 가치관련성이 하락한다. 하지만 <Table 4>에서 WUI 원변수 사용상 해석
의 어려움과 <Table 5> 패널 C에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WUI의 제1, 5분위의
표본만을 비교하여 한계점이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나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 또는 불확실성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표본기업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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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좀더 상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강건성분석
본 연구는 추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경제적 불확
실성 지수에 대한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WUI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불
확실성 지수를 산출한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문서(EUI)가 분기별로 제공되는 국가정책보고서라
는 점에서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EPU에 비해 자료원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VKOSPI와 KDI에서 제공하는 한국형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인 KEPU를 이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VKOSP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되었다8). VKOSPI는 KOSPI200지수와 역상관
관계로 주가 폭락시에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한국형 VIX(volatility index)지수로 활용된다. KDI에
서 제공하는 한국형 KEPU는 자료 배포주기가 불규칙한 Baker et al. (2016)의 EPU와 달리 매달 초
일에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일간지 및 경제지를 포함하고, 지상파 3사를 포함하였다. 또한 불
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군에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확실’뿐만 아니라 ‘불안’, ‘걱정’, ‘위
기’, ‘우려’, ‘위험’, ‘리스크’ 등의 단어를 구분하여 경제위기지수와 불안지수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KOSPI와 KEPU를 통해서 분석결과가 대용치에 따라서도 강건하
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에 보고하였다.
분석결과, VKOSPI를 연속변수(VKOSPI)로 검증한 모형이나 5분위수로 구분하여 가장 높은 분
위수와 가장 낮은 분위수를 더미변수화(HLVKOSPI)하여 검증한 모형 모두 WUI를 이용하여 검증
한 주요 가설 검증결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VKOSPI로 검증한 모형에서 경
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발생액 보다는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하게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PU를 연속변수(KEPU)로 검증한 모형이나 5분위수로 구분하여 가장 높
은 분위수와 가장 낮은 분위수를 더미변수화(HLKEPU)하여 검증한 결과 역시 <Table 4>의 분석결
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더미변수인 HLKEPU을 이용하여 분석한 모형에서 주당순자산
(HLKEPU×BPS)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HLKEPU×ACCPS와 HLKEPU×CPS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8) VKOSPI는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VKOSPI의 예측 지표로서의 성과측정을 위해 제공된 2003
년∼2008년까지의 VKOSPI데이터를 추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2009)에서 발간한 “변동성지수(VKOSPI)
상품의 이해”를 참고하기 바란다.
9) KEPU는 KDI에서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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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obustness test (1) : Using other proxies of the uncertainty (VKOSPI, KEPU)

PRICEit = β0 +β1EPSit +β2BPSit +β3Xit +β4Xit×EPSit +β5Xit×BPSit +∑IND +∑YD +εit
PRICEit = β0 +β11ACCPSit +β12CPSit +β2BPSit +β3Xit +β41Xit×ACCPSit +
β42Xit×CPSit +β5Xit×BPSit+∑IND +∑YD +εit
X=VKOSPI
Intercept

-22,965
(-5.16)***

EPS

18.921
(26.04)***

BPS

1.143
(16.57)***

X=HLVKOSPI

-22,933
(-5.19)***

13,216
(4.04)***

X=KEPU

12,056
(3.72)***

7.441
(39.75)***
1.051
(14.18)***

0.605
(39.48)***

95,762
(4.46)***

89,456
(4.19)***

18.422
(10.13)***
0.530
(32.15)***

0.943
(6.26)***

X=HLKEPU
18,603
(2.36)***

18.400
(2.35)***

7.887
(24.88)***
0.844
(5.03)***

0.642
(23.12)***

0.552
(17.89)***

ACCPS

16.236
(19.43)***

6.047
(27.35)***

16.536
(7.80)***

6.725
(18.48)***

CPS

19.719
(26.23)***

8.015
(41.77)***

18.896
(10.04)***

8.501
(25.81)***

11,614
(9.11)***

X

11,636
(9.18)***

-318
(-0.38)

-458
(-0.54)

-16,151
(-3.81)***

X×EPS

-4.567
(-19.00)***

-4.010
(-16.21)***

-2.610
(-6.60)***

X×BPS

-0.203
(-8.63)***

-0.195
-0.268
-0.250
(-7.73)*** (-10.97)*** (-9.61)***

-0.070
(-2.14)**

-14,838
(-3.52)***

-23
(0.02)

88
(0.07)

-2.340
(-3.98)***
-0.065
(-1.80)*

-0.071
(-1.54)

-0.078
(-1.50)

X×ACCPS

-3.995
(-14.49)***

-3.269
(-11.44)***

-2.451
(-5.32)***

-2.364
(-3.56)***

X×CPS

-4.668
(-18.73)***

-4.202
(-16.50)***

-2.590
(-6.32)***

-2.223
(-3.64)***

∑IND & ∑YD

Included

Included

F-test

β41=β42

***

F-test

β11+β41
=β12+β42

43.37***

F-value

949.35***

915.87***

680.15***

633.04***

651.67***

605.04***

297.08***

266.81***

Adj R2

0.4900

0.4975

0.5369

0.5452

0.4649

0.4713

0.4425

0.4488

N

29,608

29,608

10,545

10,545

14,229

14,229

5,224

5,224

10.32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

0.15

0.08

60.30***

3.02*

21.27***

18.85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VKOSPI is volatility index of KOSPI 200, and HLVKOSPI is
a dummy variable with a value of 1 when VKOSPI is in the highest quintile and 0 when it is in the lowest quintile.
KEPU is a Korean economic uncertainty index provided by KDI. HLKEPUZ is a dummy variable whose value is 1 if
KEPU corresponds to the highest quintile and 0 if it corresponds to the lowest quintile.
2) The equality test of two coefficients is performed by f-test, and the reported value is f-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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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연도와 기업의 고유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연도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나 기업특성을 적절히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특성과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가설
을 재검증한 결과를 <Table 7>에 보고하였다.10) 분석결과, 주요 가설검증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기업의 고유특성 및 연도효과를 통제하고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회계정보(EPS, BPS,
ACCPS, CPS)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7> Robustness test (2) : Using Fixed effect model

PRICEit = β0 +β1EPSit +β2BPSit +β3Xit +β4Xit×EPSit +β5Xit×BPSit +∑IND +∑YD +εit
PRICEit = β0 +β11ACCPSit +β12CPSit +β2BPSit +β3Xit +β41Xit×ACCPSit +
β42Xit×CPSit +β5Xit×BPSit+∑IND +∑YD +εit

Intercept
EPS
BPS

15,500
(4.56)***
3.898
(26.96)***
0.727
(47.19)***

X=WUI

ACCPS
CPS
X
X×EPS
X×BPS

-62,895
(-2.34)**
-3.307
(-6.71)***
-0.104
(-2.13)**

X×ACCPS
X×CPS
∑IND & ∑YD
F-test
F-test
F-value
Adj R2
N

Included
β41=β42
β11+β41=β12+β42
493.22***
0.2308
32,165

5,428
(6.82)***

0.708
(43.39)***
3.588
(22.00)***
4.094
(27.18)***
-10219
(-1.94)*

-0.102
(-1.94)**
-3.093
(-5.52)***
-3.244
(-6.30)***
Included
0.13
1.25
460.15***
0.2325
32,165

7,255
(14.88)***
3.845
(25.94)***
0.728
(44.19)***

X=HLWUI

-1,903
(-2.80)***
-1.695
(-9.03)***
-0.083
(-4.41)***

Included

507.73***
0.2086
13,148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and <Table 5> for variable definitions.
2) The equality test of two coefficients is performed by f-test, and the reported value is f-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10) 하우스만 검증 결과(χ2 value : 240.58***)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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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14.13)***

0.691
(39.56)***
3.344
(19.90)***
4.123
(26.56)***
-1,561
(-2.29)**

-0.044
(-2.18)**
-1.147
(-5.37)***
-1.973
(-10.10)***
Included
27.29***
0.17
439.60***
0.2114
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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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로 만들어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동일 기간에 대한 수정주가를 사용하여 추가분석을 하
였다. 수정주가를 사용하여 1999년∼2020년까지의 기간에서 나타난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본감
소 등의 발행주식수 및 권리변동 요인을 반영했다. 분석결과, 연속변수를 이용한 결과(Table 4)와 5
분위수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Table 5) 모두 동일하였다. 하지만 연속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모
형식 (2)의 WUI×CPS(α42)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행주식수 및 권리변동을 고려한 수정주
가를 이용하여도 주요검증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치관련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손실보고, 연구개발비, 영업외손익을 통
제(Hayn 1995; Lev and Sougiannis 1996)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11) 표로 상세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3가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 주요 가설검증결과와 질적으로 유사
하게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회계정보(EPS, BPS, ACCPS, CPS)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해도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자본시장 참여자는 동일한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도 전기 대비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크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기 대비 당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WUI)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전기 대비 당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회
계정보(EPS, BPS, ACCPS, CPS)의 가치관련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의 분석결과들과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Ⅴ. 결 론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연쇄위기, 중
국 사드보복, 일본 무역수출규제 등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특
히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외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이에 따
라 대외적 불확실성에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비합리적 경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구본
우 2018).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경제적
자원이 불확실성이 적은 다른 실물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김남현과
이근영 2018). 따라서 과거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이 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11) 손실보고 여부를 나타내는 EPSN은 적자를 보고한 기업의 경우 EPS의 값을, 흑자를 보고한 기업은 0의 값을 부여하
여 측정하였다. 연구개발비는 전기 자산총계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중이다. 그리고 영업외손익은 전기 자산총계 대
비 영업외손익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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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하기 어려워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발
표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agar
et al. 2019; Ghoul et al. 2021).
회계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불확실성의 측정이 어려워 도산과 같은 재무적 사건으로 곤경에 처
한 기업이나 국가적 경제위기 시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들 연구는 경제적 불
확실성이 증가한 시점(도산이 발생전 기업, 경제위기)과 그렇지 않은 통제시점을 비교하여 두 시점
간에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Hayn 1995; Subramanyam and Wild 1996;
Barth et al. 1998; Ho et al. 2001; Davis-Friday and Gordon 2005; Davis-Friday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이나 사건이 아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변동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어서, 선행연구보다 연구결과의 외적타당성이 높고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최근에 개발된 불확실성 지수를 활용하고 있어서 연구방법에서도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분석결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모두 감소하였다. 특
히 순이익을 분해한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의 가치관련성도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연속변수인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WUI)를 해석의 편의를 위해 5분위수로 구분하여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나
타내는 분위수(5분위수)와 가장 낮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분위수(1분위수)로 나눈 다음 이에 대
해 더미변수를 만들어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에서도 주요가설 검증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불확실
성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뚜렷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대용치(VKOSPI, 한국형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KEPU))를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유사하였
다. 한편 순이익을 발생액과 영업현금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회계변수의 가치관련성
하락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한 본 연구는 경제위기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
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의 불확
실성까지는 투자자들이 회계정보를 활발하게 활용하지만,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순간부
터는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 마지막
으로 경제학이나 재무학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활용한 상당한 연구가 있지만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본 논문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WUI는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지만
개별기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모두 동일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종사하는 산업이나
생산물의 특성, 자본시장 위험(베타), 재무구조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대한 주요 변수를 식별하여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WUI에 따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연구했지만, WUI의 변동에 따른 기
업의 원가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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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 VKOSPI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지만 WUI와 KEPU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측정한 지수이다. 따라서 비정형데이터가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점이기도 한 측정방법등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는 변할 수 있다. 넷째,
WUI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연구자 의도의 개입가능성이 낮으나, 자료의 시계열속성이나 데
이터속성이 알고리즘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박대민 2013)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불확실성
지수가 매우 낮게 산출되어 분석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무제표의 세
부 계정과목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재
무상태표 중 어떤 항목의 가치관련성이 크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오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
성이 증가하면 기업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외부감사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
실성과 감사위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으며,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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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Figure A> Homepage of the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provided by The Economist

1) Available at http://country.eiu.com/south-korea
<Figure B> Example of a country report by the EIU (Argentina 2015)

1) Available at https://store.eiu.com/article.aspx?productid=5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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