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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본 연구논문은 저자와 CME Group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자의 견해와 결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CME Group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견해는 저자들의 견해이며 반드시 난양공과대학교의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

닙니다. 

개요 

최근 들어 금융헤지를 통한 리스크관리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의 상장기업들이 기업 리스크관리 전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금융 파생상품을 살

펴봅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 그리고 파생상품 이용이 기업의 

가치(평가) 및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의 410 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표본에는 제조에서 서비스, 통신, 농업, 석유, 화학, 중공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다양한시

가총액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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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기업의 연말사업보고서를 토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의 46%가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융리스크 유형 측면에서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38%가 외환리스크를, 30%가 금리리스크를 

헤지합니다.  상품(원자재)가격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이용은 유틸리티, 광업, 석유화학 

등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이용되는 금융 파생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선물환 계약이며 금리스왑과 선물계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생상품 이용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 등의 외환익스포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다각화한 기업들은 국제간 외환익스포저의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둘째, 조사 결과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부채비율 및 단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재무상태 악화시의 예상비용이 레버리지(또는 단기 

유동성)와 함께 증가(또는 감소)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 재무적 곤경 예상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파생상품은 현금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재무적 곤경비용과 파산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셋째,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비이용기업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 

결과는 조직구조가 복잡하고(가령 사업부문이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널리 산재한(가령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일수록 금융리스크 익스포저가 크다는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넷째, 우리는 헤지의 정도가 기업의 성장기회 및 투자기회와 정비례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결과는 고성장 기업이 헤지를 할 경우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향후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다섯째, 

파생상품 이용도는 영업활동 수익성과 정비례합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은 

재무적 곤경비용과 성장기회, 투자기회 및 향후 현금흐름 필요에 비례하여 헤지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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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 가치 간의 관계는 경영진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가령 재무적 

곤경비용, 외부자금 조달의 제약, 정보 비대칭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할 지 

또는 투기 및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가치평가의 지표인 주가-순자산가치 배율을 이용한 결과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주가 수준)가 파생상품 이용도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이용이 투기 및 영리 추구 목적의 파생상품 

이용보다 많습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주주가치가 주식 

시가총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2,300 만~7,000 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생상품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대리인 비용 및 감시 문제와 연관하여 경영진이 투기 및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가치와 파생상품 

이용도의 정비례 관계가 기업지배구조에 좌우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기업가치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정비례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가령 이사회 

독립성이 높고 CEO 와 회장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재무전문가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영진은 더욱 효과적인 

감시체계 하에 있으며 이로써 파생상품이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투기활동 대신 헤지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재무적 곤경시의 예상비용의 체계적 차이가 파생상품 

이용도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금융리스크관리의 주요 목적이 재무적 곤경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경기침체 동안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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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봤습니다.  실제로 2008 년과 2009 년의 경기침체 시 기업가치평가가 더욱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경우 기업 가치와 

경기침체 간의 반비례 관계가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생상품을 이용해 헤지를 

한 기업은 헤지를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기침체 시 기업가치가 더욱 높았습니다.  

우리는 파생상품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파생상품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오르게 되는 경로 가운데 하나는 리스크 감소 효과입니다.  특히 

기업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의 기업 리스크 감소 효과를 

조명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현금흐름 변동성과 수익성의 변동성 및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비이용기업에 비해 낮은 리스크를 겪습니다.  

파생상품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얻는 리스크 감소 효과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큰 소규모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목적 또는 

부적절한 파생상품 이용을 모두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비금융권 기업에 널리 퍼져 있는 

파생상품 투기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할 

주주들에게 위의 결과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파생상품이 가령 자본지출 투자와 같은 기업 재무정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입니다.  분석 결과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면 

자본지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와 수익성 및 소속 업종 등의 

기타 요인이 일정할 경우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파생상품 이용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자본지출 투자가 약 15% 높았습니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는 현금흐름이 음(-)이 될 

가능성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 양(+)의 순현재가치(NPV)를 갖는 프로젝트에 내부자금을 

보다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이용과 자본지출의 정비례 

관계는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헤지를 하지 않는 기업은 현금흐름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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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지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비싼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양(+)의 순현재가치 자본투자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채비용과 파생상품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부채비용이 파생상품 이용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헤지 정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이자비용은 1.2% 감소합니다.  이는 평균 

부채비용을 기준으로 19% 감소에 해당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헤지는 부채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헤지와 부채비용 간의 반비례 관계는 

재무적 곤경시의 예상비용이 큰 기업, 가령 레버리지가 큰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순이익은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약 31%가 금리스왑을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파생상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무엇보다 먼저 부채비용이 절감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본 연구논문은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 금융헤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리스크, 파산 및 

재무적 곤경비용, 자금조달 제약, 정보 비대칭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고 대리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파생상품 이용도는 기업가치와 

정비례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헤지가 기업리스크 감소, 고성장 기업의 과소투자 완화, 충분한 

내부자금 확보를 통한 자본지출 촉진, 외부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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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선물계약과 선물환계약, 옵션 및 스왑 등의 금융 파생상품은 대규모 상장기업의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가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Allayannis 와 Weston 의 

2001 년 연구에서는 외환리스크 헤지가 큰 폭의 시장가치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Graham 과 Rogers 의 2002 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상장기업이 세제혜택에 부응하여 헤지를 

하며 이 때 기업의 부채 조달능력이 향상되어 기업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arter, 

Rogers, Simkins 의 2006 년 연구에서는 미국 항공업계의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헤지가 

상당한 수준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에 반해 Guay 와 

Kothari 의 2003 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파생상품 이용이 

기업가치 창출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Jin 과 Jorion 의 2006 년 

연구는 미국 석유•가스 생산업체 표본을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가 시장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상장기업의 파생상품 이용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파생상품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상장기업의 

기업 리스크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금융 파생상품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i) 파생상품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ii) 파생상품 이용기업이 헤지하는 금융리스크의 주요 범주는 어떤 것들인가? (예: 

외환리스크, 금리리스크)  

iii) 파생상품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차원의 특성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iv) 파생상품 이용 및 헤지가 기업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v)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간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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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파생상품 이용이 기업리스크 및 외부 자금조달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vii) 파생상품 이용이 자본지출 투자와 같은 기업 재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410 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표본에는 제조에서 서비스, 통신, 

농업, 석유, 화학, 중공업까지 다양한 업종 전반에 걸쳐 시가총액 규모가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업의 연말사업보고서를 

토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의 46% 

정도가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지 대상 금융리스크 유형 

측면에서 파생상품 이용기업 상당수가 외환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헤지합니다.  

상품(원자재)가격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이용은 유틸리티, 광업, 석유화학 등의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이용되는 금융 파생상품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선물환 계약이며 금리스왑과 선물계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생상품 이용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총자산 

대비 해외매출 비율,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 등의 외환익스포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조사 결과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부채비율 및 단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재무적 곤경시의 예상비용이 레버리지(또는 단기 유동성)와 함께 증가(또는 감소)한다고 보면, 

재무적 곤경시의 예상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비이용기업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 결과는 조직구조가 복잡하고(가령 사업부문이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널리 

산재한(가령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일수록 금융리스크 익스포저가 크다는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넷째, 우리는 헤지의 정도가 기업의 성장기회 및 투자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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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례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결과는 고성장 기업이 헤지를 할 경우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향후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그 외에도 파생상품 이용도가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정비례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은 재무적 곤경비용과 성장기회, 투자기회 및 

향후 현금흐름 필요에 비례하여 헤지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기업 가치평가의 지표인 주가-순자산가치 배율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기업가치(평가)는 

파생상품 이용도와 정비례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본 결과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주주가치가 시가총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2,300 만~7,000 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생상품 이용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또한 기업가치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정비례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영진은 더욱 효과적인 

감시체계 하에 있으며 이로써 파생상품이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투기활동 대신 헤지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론상 만약 금융리스크관리의 주요 목적이 

재무적 곤경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경기침체 동안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파생상품 

이용기업이 비 이용기업에 비해 경기침체 시 기업가치가 더욱 높게 나온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파생상품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적 곤경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경로 가운데 하나는 

리스크 감소 효과입니다.  우리는 기업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의 

기업 리스크 감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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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현금흐름 리스크와 수익성의 변동성 및 주가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고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같은 결과는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해 헤지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이 제고된다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파생상품이 가령 자본지출 투자와 같은 기업 재무정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입니다.  분석 결과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면 

자본지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와 수익성 및 소속 업종 등의 

여타 요인이 불변할 경우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파생상품 이용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자본지출 투자가 약 15% 높았습니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는 현금흐름이 음(-)이 될 

가능성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 자본투자에 더욱 많은 내부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들 자본투자가 양(+)의 순현재가치(NPV) 프로젝트일 경우 기업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헤지를 하지 않는 기업은 현금흐름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지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비싼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양(+)의 순현재가치 프로젝트를 

기각하는 것은 곧 주주가치의 감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업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과 같은 자본시장의 알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채비용과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부채비용이 파생상품 이용도와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헤지 정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이자비용은 1.2% 감소합니다.  이는 평균 부채비용을 기준으로 19% 감소에 해당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헤지는 부채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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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순이익은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약 31%가 금리스왑을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파생상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무엇보다 먼저 부채비용이 절감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논문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절에서는 데이터와 

표본구성을 설명합니다.  3 절에서는 파생상품 이용정도에 관한 주된 추세를 소개합니다.  

4 절에서는 파생상품 이용의 주요 결정요인 및 기업차원의 추진 요인에 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5 절에서는 파생상품이 기업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6 절에서는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 리스크의 잠재적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7 절에서는 파생상품이 기업의 자본지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8 절에서는 파생상품이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9 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2. 데이터 

우리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글로벌밴티지(Global Vantag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선별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1)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총자산이익률(ROA) 및 레버리지 

등의 검증변수 산출이 가능한 재무정보가 있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4 절 참조), (2) 금융업계 

기업은 제외, (3) 주가 정보가 있는 기업, (4) 본국 증권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연말 

사업보고서를 이용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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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별 절차를 적용한 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상장기업 

410 개를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1. 이에 따라 최종 표본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4 개국의 410 개 상장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표본에는 제조에서 서비스, 통신, 

농업, 석유, 화학, 중공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다양한 시가총액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재무회계기준 하에서는 아시아의 상장기업은 외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상품가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자사의 금융 리스크 관리 

정책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거친 연말 사업보고서 상에 

파생상품 이용의 주 목적이 (투기가 아닌) 리스크 헤지라고 보고합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업의 연말사업보고서를 토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파생상품 이용도 

표 1 은 특정 금융리스크의 헤지를 위해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입니다.  

전체 표본기업 가운데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상장기업은 약 46%에 

이릅니다.  평균적으로 기업의 41%가 외환리스크를, 30%가 금리리스크를 헤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가 상품가격리스크를, 2%가 주식투자가격(주가) 리스크를 헤지했습니다.   

모든 업종에 걸쳐 외환파생상품과 금리파생상품의 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업종 별로 파생상품 이용을 조사한 결과 화학, 제조, 석유 및 유틸리티 업계에서 

파생상품 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소비재 및 서비스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이용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또한 상품파생상품과 주식파생상품은 특정 업종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외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관리를 

                                                

1표본 크기는 전세계의 광범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사업보고서의 파생상품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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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데 반해 상품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틸리티, 광업, 석유 및 

철강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2.   

 

표 2 는 아시아 상장기업들이 이용하는 주요 금융 파생상품의 유형입니다.  전체 표본기업 

가운데 약 46%가 어떤 유형이든지 파생상품을 이용했하고 있습니다.  금융 파생상품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선물환계약이며 금리스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39%가 선물환계약을, 31%가 스왑을 이용합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12%는 

선물계약을, 8%는 옵션을 이용합니다.  선물환계약과 선물계약은 외환리스크 관리에 

이용하는 반면 금리스왑의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가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는 보통 선물환 및 옵션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기업들이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준거치로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약 63%가 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합니다.  또한 영국과 호주의 경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비율이 각각 64%와 67%에 이릅니다. 

 

4.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 

 

4.1 헤지 목적 파생상품 이용의 주요 경제적 동기 

4절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헤지의 주요 경제적 동기를 살펴봅니다.  기업들이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과거에 여러 연구(Nance, Smith, Smithson (1993), 

                                                

2 금융서비스기업은 사업상 내재된 리스크의 상당부분이 신용 및 주식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파생상품과 주식파생상품 이용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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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ot, Scharfstein, Stein (1993), Graham, Rogers (2002), Stulz (1984))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네 건의 이론과 예측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4.1.1 재무상태 악화 비용  

재무상태 악화(재무적 곤경) 비용이란 이자비용 등 만기가 되는 확정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기업의 가용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재무적 

곤경비용에는 관리비용 과다, 세금혜택 상실, 성장기회의 향유 실패 등이 포함됩니다(Froot, 

Scharfstein, Stein의 1993년 연구).  헤지를 하면 현금흐름 변동성이 감소하여 예상 곤경비용 

및 파산비용이 낮아집니다(Smith, Stulz의 1985년 연구).  만약 자본비용이 재무적 곤경비용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면 헤지를 하는 기업은 자본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레버리지가 높고 유동성이 낮으며 부채만기가 짧은 

기업일수록 금융리스크의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4.1.2 과소투자 

 

투자 기회가 많은 고성장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폭이 클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폭의 현금흐름 적자와 해당 프로젝트가 이후에 성공을 

거둬 큰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 폭의 현금흐름 흑자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헤지를 하지 않는 경우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내부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Smith 와 Stulz 의 1985 년 연구).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장래에 실현될 현금흐름의 변동 폭이 감소하여 고성장 기업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충분한 내부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이나 원자재의 가격 등락이 심한 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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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환경 하의 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많은 기업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현금흐름 헤지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소투자 문제는 성장옵션의 기회가 단기적일 때(즉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때) 악화됩니다.  헤지를 하면 기업이 재무적 제약이 심하게 되어 양(+)의 순현재가치 

프로젝트에의 투자기회를 놓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Froot, 

Scharfstein, Stein의 1993년 연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낮추고 자금조달 

및 투자정책의 조율을 통해 과소투자에 따른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1.3 세제혜택  

법인세율 체계의 (누진 법인세율 및 세금감면으로 인한) 볼록성은 헤지를 하면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기업가치가 상승함을 시사합니다(Smith와 Stulz의 1985년 

연구, Graham과 Rogers의 2002년 연구).  특히 기업이 헤지를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지 

않은 경우 세금감면3 이용을 연기해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감면액의 현재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유효세율이 높은 기업이 헤지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합니다.   

 

4.1.4 경영자 인센티브 

부채기업의 주주지분은 해당 기업에 대한 매입 콜옵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Jensen과 

Meckling의 1976년 연구).  그러므로 경영자 소유지분(가령 주식 및 스톡옵션)의 가치는 기업 

특유의 변동성과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경영진은 기업 

특유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헤지를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자 소유지분이 

많다는 것은 해당 경영자가 기업의 실적과 연계된 분산되지 않은 개인 금융자산을 상당량 

                                                

3 세금감면의 예로는 이자비용, 결손금, 감가상각비 및 투자금액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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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 내 경영진의 인적자본은 특성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헤지를 늘려 기업 특유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들 주장으로 보아 경영자 인센티브와 헤지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결국 실증적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4.2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근거 

표 3에서는 로짓 회귀 추정법을 이용해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을 살펴봅니다.  

종속변수(DERIUSER)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인 

더미변수입니다.  조사 결과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외환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더욱 컸습니다.  

FCSALE(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 계수와 FCASSET(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 계수는 

양(+)의 값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과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위의 결과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이용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LTDEBT(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변수와 QUICK(현금과 매출채권, 시장성 

유가증권의 총액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 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했습니다.  LTDEBT 계수는 양(+)의 값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부채가 더욱 많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QUICK 계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유동성이 더욱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와 낮은 당좌비율을 보이며 금리 

익스포저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또한 금리 익스포저의 또 다른 지표로서 ‘총자산 대비 이자부 

장기부채의 비율’을 이용한 경우에도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상되는 

재무적 곤경비용이 레버리지(또는 단기 유동성)와 함께 증가(또는 감소)한다는 점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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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무적 곤경시의 예상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생상품 이용은 기업 규모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규모의 지표로 LOGASSET(총자산의 자연 대수) 변수를 이용하여 파생상품 이용기업이 

비이용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의 

대체지표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조직구조가 복잡하고(가령 사업부문이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널리 산재한(가령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일수록 금융리스크 익스포저가 크다는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이 총자산영업이익률(ROA) 관련 계수는 양(+)의 값이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만약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예상되는 재무적 곤경비용은 낮다면 헤지하기 전의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합니다.   

 

SALECHG(매출 성장) 계수는 양(+)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고성장 기업일수록 헤지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 결과는 파생상품이 장래에 

실현될 현금흐름의 변동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성장 기업이 장래의 (양(+)의) 

순현재가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충분한 내부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인식과 

일치합니다.  즉 헤지를 하면 잠재적으로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의 과소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TAX 계수는 양(+)의 값이나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아시아에서 세제 

혜택은 파생상품 이용의 주요 결정요인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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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N(경영자지분) 계수는 양(+)의 값이며 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다고 해서 헤지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견고성 검증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이용도의 대체지표 네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1) 금융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 (2) 금융 파생상품의 순공정가치를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 (3) 금융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4) 금융 

파생상품의 순공정가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그리고 정성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은 재무적 곤경비용과 성장기회, 투자기회 및 향후 

현금흐름 필요에 대응하여 헤지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큼을 시사합니다.  

5.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가치평가간 상관관계 

5.1 주요 결과 

우리는 기업가치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아래의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TOBINQ = β0 + β1DERIUSER + β2LNASSET + β3DEBT + β4ROA + β5SALECHG + β6NETPPE  

+ β7NSEG + 국가 더미 + 산업 더미 + 연도 더미              (1) 

이전의 연구(Berger, Ofek의 1995년 연구, Allayannis, Weston의 2001년 연구, Lee, Lev, 

Yeo의 2008년 연구) 이후 우리는 기업 가치평가의 지표로서 회계연도말의 주가-순자산가치 

비율을 이용했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기업특성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기업특성으로는 기업규모, 수익성, 향후 성장기회, 레버리지, 사업 

다각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부상 자산가액의 자연 대수(LNASSET)를 포함하여 

기업규모를 통제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DEBT)를 포함하여 기업의 토빈 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구조의 차이를 통제하였습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ROA) 변수는 기업 수익성의 

지표이며 연간 매출 성장률(SALEHG)은 성장기회의 지표가 됩니다.  이전의 연구에서 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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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 성장률과 정비례했습니다.  우리는 총자산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비율을 포함하여 유형자산비중을 통제했습니다.  기업의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부문의 수(NSEG)를 포함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모델에서는 국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 4 에서는 파생상품 이용 및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한 기업가치평가의 회귀분석을 

보여줍니다.  1 열에서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더미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치는 파생상품 이용과 정비례합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본 결과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시장가치가 주식 시가총액의 2%에 

해당하는 2,300 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2 열에서는 파생상품 이용도의 또 다른 척도인 HEDGEINT(파생상품의 순 절대 

공정가치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계수를 이용했습니다.  HEDGEINT 계수는 양(+)의 값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기업가치는 파생상품 이용도와 

정비례합니다.  경제적 유의성 측면에서 파생상품의 순 절대 공정가치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시장가치는 주식 시가총액의 6%에 해당하는 7,000 만 달러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경제적 혜택은 기업규모에 비해 상당합니다.  

연구 결과(도표화되지 않음) 가치창출과 파생상품 이용 간의 정비례 관계는 가령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처럼 주주의 권리 보장이 강한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아가 

화학, 제조, 석유 등의 업종과 같이 자본지출 규모가 크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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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외부부채와 주식자본의 공급자에게 투자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리킵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가령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계 및 재무 전문성이 높으며 

CEO 와 회장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은 경영진과 주주간 대리인 비용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Jensen, Meckling 의 1976 년 연구).  따라서 우리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주주가치를 해칠 수 있는 투기 목적 대신 가치를 높이는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경영진은 효과적인 감시체계 하에 

있게 되며 이로써 파생상품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4.  

표 4 의 2 열에서는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가치평가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기업지배구조 지수 5 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호작용항(HEDGEINT * CG)을 포함하였습니다.  HEDGEINT * CG 

계수는 양(+)의 값이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 

가치평가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정비례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낮고 감독 문제가 적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파생상품이 기업 가치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파생상품을 이용한 후에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한 경우의 상당수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계 및 재무 

                                                

4 실무상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방안으로는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 시행, 거래한도 준수를 위한 

엄격한 승인절차, 기업 경영진의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수시•정기적 감시 등이 있습니다. 

 

5 기업지배구조 관련 데이터는 Lee 와 Lee 의 2014 년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 

CEO 와 회장직의 분리, 이사회 규모 등 이사회의 다양한 속성으로 주성분분석법을 거쳐 기업지배구조 

지수(CG)를 구성했습니다. 편의상 기업지배구조 지수를 1 에서 10 까지 수치화하였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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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떨어졌으며 최고경영진이 리스크관리 통제를 무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Geczy, Mitton, Schrand 의 2007 년 연구에 의하면 내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와 통화의 추이에 대하여 ‘관점을 취하려’(다시 말해 투기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옵션 만기 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영진이 

콜옵션을 매도한 바람에 해당 기업이 잠재적으로 상당한 손실에 노출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ull 의 2008 년 논문에서는 베어링스(Barings), 스미토모(Sumitomo),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영국의 미들랜드은행(Midland 

Bank),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National Westminster Bank)과 같은 대기업의 파생상품 

투기와 남용이 얼마나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3 경기침체 시 파생상품의 유용성 

2008 년과 2009 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경기침체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기에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파산이 증가했고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금융리스크관리의 주요 목적이 

재무적 곤경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경기침체기 동안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예상을 검증하기 위해 

80 개의 파생상품 이용기업 및 비이용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업가치를 시계열로 분석했습니다6. 분석 결과는 표 4 의 3 열과 같습니다.  DOWN 계수는 

경기침체(2008 년과 2009 년)의 해에는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더미변수입니다.  

DOWN 계수는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경기침체 중에는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이용과 경기침체기간 간의 

상호작용항(HEDGEINT * DOWN)은 양(+)의 값이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6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약, 데이터 수집 시 수작업으로 인한 고비용, 국제회계기준의 최근 변동사항으로 인해 

표본 크기가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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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 의하면 기업 가치평가와 경기침체 기간의 반비례 관계는 파생상품 이용을 통해 

완화됩니다.  다시 말해 파생상품 이용기업이 비이용기업에 비해 경기침체 시 기업가치가 

더욱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이 

경기침체 동안 재무적 곤경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2008-09 년 경기침체 당시 주주가치의 폭락을 초래한 

파생상품 대부분은 금융회사 보유분이었다는 추측과도 일치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파생상품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타격을 입은 사례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6. 파생상품과 기업리스크 

6 절에서는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리스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기업리스크의 세 가지 지표, 영업현금흐름 변동성과 총자산이익률 변동성, 주가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했습니다.  

표 5 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기업리스크의 회귀분석을 보여줍니다.  1 열의 

종속변수(SIGMAOCF)는 지난 5 년간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의 표준편차입니다.  

DERIUSER 계수는 음(-)의 값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변동성이 비이용기업에 비해 약 9% 낮음을 시사합니다.  2 열의 

종속변수(SIGMAROA)는 지난 5 년간 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DERIUSER 계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총자산이익률(수익성) 

변동성이 비이용기업에 비해 약 4% 낮음을 시사합니다.  3 열의 종속변수(SIGMARET)는 

지난 해의 일일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DERIUSER 계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주가수익률 변동성이 비이용기업에 

비해 약 7% 낮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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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리스크관리를 통해 현금흐름 

리스크와 수익성의 변동성 및 주가수익률 리스크를 크게 낮춥니다.  기업리스크의 감소는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해 헤지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수익성이 제고됨을 시사합니다.  이는 파생상품 이용 시 기업 가치평가가 더욱 높다는 앞의 

결과를 설명해주며 뒷받침해줍니다.  

 

7. 파생상품과 자본지출 투자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헤지에 의해 기업 가치평가는 높아지고 현금흐름 

변동성은 감소합니다.  현금흐름을 헤지하면 향후의 현금흐름이나 외부 자금조달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기업이 몇 년 앞서 기획한 자본투자 등의 자본지출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Carter, Simkins, Rogers 의 2006 년 연구). 7 절에서는 금융 헤지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본지출 투자를 형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파생상품이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아래의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CAPEX = β0 + β1DERIUSER + β2LNASSET + β3DEBT + β4CFFO + β5SALECHG + 국가 

더미 + 산업 더미 + 연도 더미              (2) 

종속변수 CAPEX 는 자본지출을 사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검증변수는 

파생상품 이용(DERIUSER)입니다.  기업투자를 다룬 이전 연구(Kaplan, Zingales 의 1997 년 

연구)를 토대로 자본지출의 결정요인을 몇 가지 추출했습니다.  우리는 총자산 장부가액의 

자연 대수(LNASSET)를 포함하여 기업규모를 통제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DEBT)를 

포함하여 기업의 자본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구조차이를 통제하였습니다.  

영업현금흐름을 사후 총자산으로 나눈 값(CFFO)은 기업 내부자금의 지표를 제공하며 연간 

매출 성장률(SALEHG)은 성장기회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자본지출은 

영업현금흐름 및 성장기회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모델에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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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 6 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자본지출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1 열의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더미변수 계수는 양(+)의 값이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비이용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더욱 큽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파생상품 이용기업의 자본지출이 비이용기업에 비하여 7% 

증가했습니다. 

2 열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 표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생상품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검증변수는 파생상품의 순 절대 공정가치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HEDGEINT)입니다.  HEDGEINT 계수는 양(+)의 값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자본지출은 파생상품 이용도와 정비례합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으로 헤지를 한 기업의 경우 투자는 연간 투자의 표본평균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8. 파생상품과 부채비용 

8 절에서는 파생상품 이용과 부채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We estimate. 표 

7 은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부채비용의 회귀분석을 보여줍니다.  종속변수는 

부채비용(COSTDEBT)이며 이자비용을 장기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HEDGEINT 계수는 음(-) 

의 값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본 결과 헤지 

정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마다 이자비용이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균 부채비용 6% 

대비 19% 감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헤지는 부채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헤지의 영향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들 기업이 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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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이자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민감도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1 퍼센트포인트 오를 때마다 순이익은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변동금리 부채를 보유한 기업의 약 31%가 금리스왑을 이용해 금리리스크를 

헤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하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파생상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무엇보다 먼저 부채비용이 절감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변수는 대체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으며 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부채비용이 낮았습니다7 .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가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우리의 결과는 ‘헤지의 자기자본비용 경감 효과’를 다룬 Petersen 과 Thiagaran 의 

2000 년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헤지를 통해 외부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시사합니다.  

 

9. 결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업 리스크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상장기업의 금융 파생상품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상장기업의 약 46%가 금융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지대상 금융리스크 유형 측면에서는 파생상품 이용기업 상당수가 

외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및 상품가격리스크를 헤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파생상품은 선물환 계약이며 금리스왑과 선물계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생상품 이용도의 주요 결정요인을 살펴봤습니다.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이용현황과 일관성 있게 파생상품 이용기업은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 등의 외환익스포저가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상 재무적 

                                                

7 견고성 검증의 일환으로 우리는 기업의 재무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차원의 투자자 보호 및 

법규집행 변수를 포함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ee, Lee, Yeo 의 2009 년 연구 참조).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와 

정성적으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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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비용이 높은 기업(가령 장기부채 비율이 높고 단기 유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결과는 현금흐름이 저조하게 될 가능성과 파산 

위험을 경감해주는 헤지의 이점을 뒷받침해줍니다.  기업규모는 파생상품 이용 가능성과 

정비례합니다.  다음으로 성장기회 및 투자기회가 큰 기업일수록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성장 기업이 헤지를 할 경우 실현되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감소하여 양(+)의 순현재가치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해줍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재무적 곤경비용과 금융리스크익스포저, 성장기회, 

투자기회 및 향후 현금흐름 필요에 대응하여 헤지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기업 가치 간의 상관관계는 경영진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가령 재무적 

곤경비용, 외부 자금조달 제약, 정보 비대칭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할 지 또는 

투기 및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할 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기업 가치가 파생상품 이용도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유의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파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주주가치가 시가총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2,300 만~7,000 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기업 가치평가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기업지배구조에 좌우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가령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평가와 파생상품 이용 간의 정비례 관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대리인 비용이 낮고 감시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진은 더욱 

효과적인 감시체계 하에 있으며 이로써 파생상품은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투기활동이나 

개인의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분석한 결과 헤지를 하면 

경기침체기의 기업가치 평가 저하 영향이 완화됩니다.  이 결과는 금융리스크관리가 특히 

경기침체 시에 예상 재무적 곤경비용과 파산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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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파생상품을 통해 기업 가치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업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기업리스크가 파생상품 이용과 반비례 

관계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이용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현금흐름 변동성과 영업활동 수익성의 변동성 및 주가 변동성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면 기업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우리는 헤지가 기업의 자본지출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연구 결과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면 자본지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규모와 수익성 및 소속 업종 등의 기타 요인이 일정할 경우 ‘파생상품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파생상품 이용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자본지출 투자가 약 15% 

높았습니다.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는 현금흐름이 음(-)이 될 가능성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이 향후 양(+)의 순현재가치 프로젝트에 더욱 많은 내부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헤지의 자본지출 촉진 효과는 선택 가능한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과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헤지를 하지 않는 기업은 

현금흐름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지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비싼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용과 파생상품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를 하면 부채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면에서 살펴본 결과 헤지 정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마다 이자비용이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균 부채비용을 기준으로 19% 감소에 해당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헤지는 재무적 곤경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투자 방향이 리스크가 

더욱 큰 자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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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헤지 금융리스크 유형 

다음 표는 특정 금융리스크를 헤지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의 평균 

백분율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410 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습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업의 연말사업보고서를 토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리스크 유형 평균 백분율 

 

외환리스크 38% 

 

금리리스크 30% 

 

상품가격리스크  8% 

 

주식투자가격리스크  2% 

 

표본평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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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상장기업의 금융 파생상품 이용현황 

아래 표는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 유형 이용에 대한 평균 백분율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410 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습니다.  파생상품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기업의 연말사업보고서를 

토대로 파생상품 이용기업과 비이용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금융 파생상품 유형 이용기업 평균 백분율 

 

선물환계약 39% 

 

선물계약 12% 

 

스왑 31% 

 

옵션 8% 

 

모든 유형의 파생상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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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파생상품 이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회귀 추정 

아래 표는 기업 특성에 따른 파생상품 이용의 로짓 회귀 분석입니다.  종속변수(DERIUSER)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더미변수입니다.  FCSALE 는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입니다.  FCASSET 는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비율입니다.  LTDEBT 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QUICK 는 현금과 매출채권, 시장성 유가증권의 총액을 

유동부채로 나눈 당좌비율입니다.  LOGASSET 는 총자산의 자연 대수입니다.  ROA 는 세후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TAX 는 당기법인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의 합을 세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입니다.  SALECHG 는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MOWN 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경영진의 보통주 지분입니다.  표준오차는 기업 및 연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괄호 안은 p 값입니다.  

 

절편 2.178 

(<0.01)*** 

FCSALE 0.635 

(<0.01)*** 

FCASSET 0.297 

(<0.01)*** 

LTDEBT 0.481 

(<0.01)*** 

QUICK -0.173 

(0.04)** 

ROA 0.045 

(0.03)** 

LOGASSET 0.662 

(<0.01)*** 

SALECHG 0.291 

(<0.01)*** 

TAX 0.013 

(0.18) 

MOWN 0.011 

(0.10)* 

  

국가 통제 통제함 

연도 통제 통제함 

산업 통제 통제함 

유사결정계수(Pseudo R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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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의 회귀 분석 

다음 표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기업 가치평가의 회귀 추정결과입니다.  종속변수(TOBINQ)는 보통주 시가총액에 

부채 장부가치를 더해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DERIUSER 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더미변수입니다.  HEDGEINT 는 파생상품의 절대 명목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헤지의 

정도입니다.  CG 는 기업지배구조 지수이며 높은 값일수록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입니다.  DOWN 은 2008 년과 

2009 에는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경기침체 더미변수입니다.  LOGASSET 는 총자산의 자연 대수입니다.  

ROA 는 세후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TAX 는 당기법인세액과 이연법인세액의 합을 세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입니다.  SALECHG 는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LTDEBT 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NETPPE 는 총자산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비율입니다.  NSEG 는 사업부문의 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델에 국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오차는 기업 및 연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괄호 안은 p 값입니다.  

 1 2 3 

절편 3.156 

(8.73)*** 

5.932 

(6.11)*** 

2.074 

(5.80)*** 

DERIUSER 0.019 

(3.05)*** 

  

HEDGEINT  0.415 

(2.83)*** 

0.326 

(2.57)*** 

HEDGEINT*CG  0.102 

(2.03)** 

 

CG  0.276 

(2.69)*** 

 

HEDGEINT*DOWN   0.403 

(2.02)** 

DOWN   -0.715 

(-3.62)*** 

LOGASSET -0.278 

(-2.46)*** 

-0.205 

(-3.19)*** 

-0.146 

(-2.88)*** 

DEBT -0.806 

(-3.72)*** 

-0.914 

(-2.94)*** 

-0.517 

(-2.62)*** 

ROA 1.325 

(4.39)*** 

1.207 

(3.82)*** 

0.881 

(2.93)*** 

SALECHG 0.831 

(2.12)** 

0.592 

(2.67)*** 

0.307 

(2.01)** 

NETPPE 0.073 

(2.52)** 

0.045 

(1.80)* 

0.039 

(1.72)* 

NSEG -0.082 

(-1.25) 

-0.059 

(-1.09) 

-0.029 

(-0.83) 

국가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연도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수정결정계수 9.3% 1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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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기업리스크의 회귀분석 

아래 표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기업리스크의 회귀 추정결과입니다.  1 열의 

종속변수(SIGMAOCF)는 지난 5 년간의 영업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에 대한 

표준편차입니다.  2 열의 종속변수(SIGMAROA)는 지난 5 년간의 총자산이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3 열의 종속변수(SIGMARET)는 지난해 일일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DERIUSER 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더미변수입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LOGASSET 는 총자산의 자연 대수입니다.  ROA 는 세후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SALECHG 는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LTDEBT 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델에 국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오차는 기업 및 연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괄호 안은 p 값입니다.   

 

 1 2 3 

종속변수 SIGMAOCF SIGMAROA SIGMARET 

절편 2.835 

(4.17)*** 

5.716 

(3.82)*** 

6.073 

(4.49)*** 

DERIUSER 0.091 

(2.60)*** 

0.042 

(2.05)** 

0.070 

(2.02)** 

LOGASSET -0.827 

(-3.55)*** 

-0.601 

(-2.88)*** 

-0.295 

(-3.02)*** 

ROA 0.051 

(2.03)** 

0.137 

(2.42)*** 

0.227 

(2.51)*** 

SALECHG 0.076 

(2.71)*** 

0.116 

(2.93)*** 

0.093 

(2.69)*** 

LTDEBT 0.496 

(2.81)*** 

0.175 

(2.62)*** 

0.281 

(2.74)*** 

    

국가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연도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 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수정결정계수 7.5% 6.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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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본지출 투자 회귀분석 

다음 표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자본지출 투자의 회귀분석 결과입니다.  종속변수(CAPEX)는 

자본지출을 사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DERIUSER 는 기업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1 의 

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0 인 더미변수입니다.  HEDGEINT 는 파생상품의 절대 명목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헤지의 정도입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LOGASSET 는 총자산의 

자연 대수입니다.  CFFO 는 영업현금흐름을 사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LTDEBT 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델에 국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오차는 기업 및 연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괄호 안은 p 값입니다.  

 

 1 2 

절편 1.935 

(3.72)*** 

2.045 

(3.21)*** 

DERIUSER 0.068 

(2.04)** 

 

HEDGEINT  

 

0.087 

(2.94)*** 

LOGASSET 0.015 

(1.22) 

0.047 

(1.03) 

SALECHG 0.027 

(2.83)*** 

0.105 

(2.61)*** 

LTDEBT -0.003 

(-2.75)*** 

-0.017 

(-2.82)*** 

CFFO 0.029 

(2.61)*** 

0.016 

(2.50)*** 

SALECHG 0.038 

(3.22)*** 

0.017 

(2.57)*** 

국가 통제 통제함 통제함 

연도 통제 통제함 통제함 

산업 통제 통제함 통제함 

수정결정계수 11.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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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부채비용의 회귀분석 

아래 표는 파생상품 이용에 대한 부채비용의 회귀 추정결과입니다.  종속변수(COSTDEBT)는 

이자비용을 장기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HEDGEINT 는 파생상품의 절대 명목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헤지의 정도입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LOGASSET 는 총자산의 자연 

대수입니다.  ROA 는 세후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SALECHG 는 연간 매출 

성장률입니다.  LTDEBT 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는 모든 모델에 국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더미변수를, 산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 더미변수를,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표준오차는 기업 및 연도별로 

산출하였습니다.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괄호 안은 

p 값입니다.   

 

  

절편 2.934 

(3.82)*** 

HEDGEINT  0.082 

(3.15)*** 

LOGASSET -0.137 

(-2.83)*** 

ROA -0.495 

(-4.29)*** 

SALECHG 0.115 

(1.04) 

LTDEBT 0.329 

(4.16)*** 

NETPPE -0.115 

(-2.89)*** 

  

국가 통제 통제함 

연도 통제 통제함 

산업 통제 통제함 

수정결정계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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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및 중요 공지 

본 연구 프로젝트는 CME Group과 저자 리 킨 와이(Lee Kin Wai)의 소유입니다.  모든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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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합니다.   

본 논문 상의 정보는 저자(리 킨 와이)가 발표했으며 정보제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CME Group과 이를 제공받은 그 고객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CME Group의 사전 서

면승인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복제, 전송, 통신될 수 없습니다.  본 논문은 어떠한 거래에 대하

여도 그 청약 또는 집행의 제안, 추천, 초대, 권고가 아니며 공중을 상대로 현금 또는 그 밖

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거래이든지 청약 또는 집행하라는 초대나 제안을 허용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논문은 회계, 법률, 세무상의 조언이나 투자권유를 

제공할 의도가 없고 그러한 목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며 독자는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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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모두 어떠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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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도 해당 정보와 의견의 타당성, 완전성, 정확성, 적시성을 대변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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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