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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1)
강신희2)･이호영3)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2018년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R&D 자산화 회계처리와 관련된 투자
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자본시장 감독
기관과 투자자들은 기업이 개발단계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회주의
적 동기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연구개발비 자본화와 관련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개발단계의 연구개발비는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본화할 유인
이 존재한다. 이에 경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 불확실
성에 대해 확신하는 성향이 강할 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가 감소하는지 확인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 6,841 기
업-연도를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다면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확률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이 모두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은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일관성 있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효과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와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 이사회의 효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계를 발
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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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형자산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연
구개발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
고 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제약, 바
이오산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가 예고되었고, 2018년 제약, 바이오 기업 22개사의 연
구개발비를 중심으로 감리가 실시되었다. 당시에 언론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4,000억 원
이 넘는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31곳 중 2017년 3분기 기준 약 35%가 연구개발비
자산을 인식하고 있었으며4), 2016년 말 기준 제약, 바이오 상장사가 신약 개발 등 연구개
발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 중 1조원 이상이 연구개발비 자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출시
성공률은 0.01%에 지나지 않았다.5) 이러한 연구개발의 자산 인식에 대해 이슈가 되는 원
인은 연구개발비 회계 기준에 있다. 연구단계에서는 전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을 입
증할 수 있을 때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의 제약, 바이오산업 감리 결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단계의 연
구개발비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기회주의적 동기에 따라 회계처리에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 자본화와 관련한 감독지침을 발
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동기에 대한 우
려에 따라 경영자의 특성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금감원에서 제시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장 재량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기준인 기술적 실현가능
성에 대한 판단의 경우, 제품 유형에 따라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상업
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
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개발단계의 연구개발비를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무형자산으
로 인식한다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연구개발비 지출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
을 수 있다. 이는 당기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며 무형자산의 규모를 부풀리는 효과가 나타
나게 되며, 자산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 지출과 다양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들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김문태･전성일･고대영 2006; 송동건･최종서 2011 등), 연구개
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반영될 수 있음을 주

4) 문화일보, 2018.03.14, 제약바이오 기업, ‘R&D 자산화’로 영업익 부풀릴 우려
5) 매일경제, 2018.04.04, 제약사 R&D 투자 1조 넘어…비용･자산처리 논란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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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기업의 재량적인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영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경영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영자의 특성은 경영자의 과신성향일
것이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이란 경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Hayward & Hambrick, 1997),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해 평균 이상의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Brown & Sarma, 2007)을 의미한다.
경영자 과신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투자 의사결정(Hayward & Hambrick, 1997;
Malmendier & Tate, 2005; Malmendier & Tate, 2008), 배당정책(Deshmukh, Goel, &
Howe, 2013; 황규영･김응길, 2018)과 기업의 재무보고(Schrand & Zechman, 2012; Ahmed
& Duellman, 2013; 유혜영･김새로나, 2015; Hribar & Yang, 2013; Hirshleifer, Low, &
Teoh, 201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과신하는 경영자일수록 입수합병 등의
투자에 대한 효과와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
며(Hayward & Hambrick, 1997; Malmendier & Tate, 2008), 과도한 투자를 위한 자금 확
보를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성향이 감소할 수 있다(Deshmukh et al., 2013;
황규영･김응길, 2018). 또한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Schrand & Zechman, 2012), 회계처리를 덜 보수적으로 하고(Ahmed & Duellman,
2013; 유혜영･김새로나, 201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Hirshleifer et al., 2012).
본 연구는 경영자의 성향과 기업지배구조를 연결시킨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경영자
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실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
하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업의 내부의 모니터링 시
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 상의 관계가 완화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6,841 기
업-연도를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와 연구개발비 자본
화 비율 모두 경영자 과신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다면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확률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이 모두 높아짐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
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이 높을 때 모두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관계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통제
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의 특성과 연구개발비 지출 간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경영자의 특성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 사이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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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 선행연구(Hirshleifer et al., 2012)와 차별적으로,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
발비 자본화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가설 설정을, Ⅲ장에
서는 표본과 연구모형을 설명하며,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들을,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1. 경영자 과신성향
경영자는 기업 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관한 결정과 집행을 담
당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하영범･이성희, 2014). 특히, Mintzberg(1973)에 따르면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
고 경영층이론(Upper-Echelons Theory)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전략과 서로 다른 수준의 위험선호도를 가지게 된다(Hambrick
& Mason, 1984). 즉, 경영자의 판단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이란 경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Hayward & Hambrick, 1997), 기업의 미래 수익에 대해 평균 이상의 실적을 달
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확신하는 경향(Brown & Sarma, 2007)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가
과신성향이 있을수록 경영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기업의 불확실한 미래
성과 등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고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경영자 과신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경영자 과신성향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기업의 배당정책, 기업의 재무보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영자 과신성향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과신하는 경영자일수록 과대투자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신성향이 강한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 상황 통제 능력을 신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
정적인 요인들을 무시한다(Plous, 1993). Hayward & Hambrick(1997)은 인수, 합병 의사결
정 시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는 인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영업권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하였다.
Malmendier & Tate(2005)은 경영자 과신성향이 강한 기업이 기업 내 보유한 현금이 많
을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보이고 있으며, Malmendier & Tate(2008)은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과대투자를 하는 성향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수합병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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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NPV가 음의 값인 기업실정에 맞지 않은 투자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부적절한 인수합병
을 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과신성향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Deschmukh et al.(2013), 황규영･김응길(2018)에 따르면 과신하는 경영자일수록 과도한 투
자를 위한 유보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으로 배분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
켜 배당성향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 과신성향과 기업의 재무보고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이다. Schrand
& Zechman(2012)은 미국의 감리지적 기업들의 경영자 과신성향이 회계오류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경영자 과신성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오류 발생이 많고, 회계 부
정의 확률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다. Ahmed & Duellman(2013)은 조건부와 비조건부 보수
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경영자의 과신이 강할수록 보수적이지 않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
향이 있다고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유혜영･김새로나(2015)은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미래수익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보고를 덜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경영자가 예측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성향이
강하며(Hribar & Yang, 2013),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이 많고, 더 많은 특허 취득을 한다
(Hirshleifer et al., 2012). Bouwman(2014)와 양대천･오상준(2016)에 따르면 과신성향을 가
진 경영자는 미래의 실적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영
자보다 실적이 나쁜 시기에도 이익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이익을 끌어오는 이익유연화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Schrand & Zechman(2012)와 황국재･차명기(2015), 고우･한길석(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경영자 과신성향과 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고 있으며, 외부보고 형태로서 조세회피 성향 사이의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
다(장승주･김응길･이용규･노희천, 2017; 차명기･김수성･황국재, 2016).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영자 과신성향은 기업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특히 재무보고 중 최근 중요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재량적인 판단이 들어갈 유인이 높
은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개발비 자본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회계
기준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라 인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연
구6)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6) K-IFRS 제1038호에 따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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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연구비)으로 인식한다. 다음으로 개발7)단
계에서는 연구단계보다 진전된 상태로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
의 창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경상개발
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57은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6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미래 경
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과 식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조건이 모두 만
족할 때에만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K-IFRS 제1038호 문단57>
1.
2.
3.
4.
5.
6.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현존하는 거래시장이나 내부사용방안 등을 통한 미래이익 창출 방법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이처럼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와 비용화는 기본적으로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
현가능성, 기업의 의도나 능력 등과 같은 일부 조건에서 명확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
아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유인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
계처리(자본화 또는 비용화)는 경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
자는 당해 연도의 영업성과를 유리하게 보고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연구개발
비 지출을 차기로 이연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당기의 보고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
타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산, 특히 무형자산의 규모를 부풀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을 당기 이익의 달성여부나 기대 이익의 목표에 따라 자본화
(또는 비용화) 의사결정을 재량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존재한다(Oswald & Zarowin, 2005).
선행연구들에서 자산으로 인식된 연구개발 지출이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또는 전략적인 의도가 반영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있다(김문태 등, 2006; 송동건･최종서, 2011).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하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Oswald & Zarowin(2005)은 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 기대이익의 달성여부에 따라 재
7)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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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자본화 또는 비용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Wyatt(2005)
는 호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높을수록, 기술의 주기가 길수록, 지적재산권이 높을
수록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Cazavan-Jeny et al.(2011)은
프랑스 기업의 표본을 분석하여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자본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한봉희(2010)는 연구개발비 집약도와 자본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
장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지 또는 단기적인 이익관리 목적으로 재량적으로
조정되는 지 검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 성장성의 대용치인 시장가치 대 장
부금액, 고기술 산업 여부, 기업규모는 연구개발비 집약도와 자본화율과 양의 관계로 나타
났으며, 단기적 이익관리성향의 대용치인 부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영업이익률을 사용하
여 부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은 연구개발비 집약도, 자본화율과 양의 관계를, 영업이익률
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수･마희영･박성종(2011) 역시 연구개발
비 자본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코스닥 기업일수록,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이 많을수록, 계속사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영업현금흐름이 작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높
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가설 수립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Mintzberg, 1973), 서로 다른 심리,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전략으로 기업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ambrick & Mason, 1984). 특히 경영자의 여러 특성
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과신성향은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재무보고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일
수록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Schrand & Zechman, 2012), 미래수익을 과대평
가해 덜 보수적으로 재무보고를 할 수 있다(Ahmed & Duellman, 2013; 유혜영･김새로나,
2015). 또한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경영자가 예측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성
향이 강하며(Hribar & Yang, 2013),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이 많고, 더 많은 특허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한다(Hirshleifer et al., 2012).
선행연구를 통해 과신성향을 가진 경영자는 미래의 실적에 대해 낙관적으로 확신하여
실적이 나쁜 시기에도 이익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익유연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Bouwman, 2014; 양대천･오상준, 2016),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
재함으로 확인되고 있다(Schrand & Zechman, 2012; 고우･한길석, 2018; 차명기･황국재, 2015).
또한 외부보고의 형태의 대용치인 조세회피 성향과도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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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등, 2017; 차명기 등, 2016). 즉, 기업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자 과신성향
이 기업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도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연구개발
비의 자본화와 비용화는 기본적으로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과 같은 일부 조건에서 명확한 단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유인이 존재한다. 개발단계의 연구개발비를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연구개발비 지출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당기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며 무형자산의 규모를 부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
구에서도 자산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 지출과 다양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들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김문태 등, 2006; 송동건･최종서, 2011),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
사결정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특성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경영자 과신성향은 기업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도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에
재량적인 판단이 들어갈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가 불확실성에 대해 확
신하는 성향이 강할 때 연구개발비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를 실증분석
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활동을 의미한다(남화영,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경영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효과
적으로 작용한다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재무보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 내부에서의 감시 기구 중 하나로서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
관’(연강흠･이호영･손성규, 2018)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과 주주를 대신
하여 최고경영진을 감시하는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사회 내 사외이사제도8)는 이
8)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등)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
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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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경영자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
외이사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행태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 때 경영자 과신성향에 의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완
화될 수 있으며(김새로나, 2015), 투자효율성이 높아지고(신해명･이호영, 2019), 경영자 과
신성향에 의하여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완화된다(Ahmed & Duellman,
2013; 유혜영･김새로나,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이사
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사회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으로 측정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a.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관계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b. 이사회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관계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c. 이사회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관계는 감소할 것이다.

Ⅲ. 표본 선정 및 연구방법
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 시장(KOSDAQ)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2) 12월 말 결산법인
3) Data Guide와 TS2000에서 재무자료 및 외부감사 자료가 이용 가능한 기업
4)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5) 연구개발비 집약도 0.0001%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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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금융업에 속한 기
업의 경우 일반 기업들과 회계원칙이나 재무제표의 양식 등에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자
본이 잠식된 기업9)과 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분석을 위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
구10)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거나 연구개발비 집약도가 낮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지
출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개발비 집약도 0.0001%을 기준
으로 표본을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한 재무자료는 Data Guide에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자
료는 TS2000, 그 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
업보고서 등에서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이상치를 통제하기 위해 실증 분석에 사용된 연
속 변수들을 상위 1%와 하위 1%에서 winsorization 하였다. 위의 조건들에 따라 선정된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6,841 기업-연도이다.11)
<표 1> 표본선정 절차

<표 2> 연도별 표본 분포

구 분

자료 수 (Firm-Year)

2013-2018년 유가증권시장, 코스
닥 상장 비금융산업 기업 자료 수

10,890

12월 결산월이 아닌 기업

(237)

자산총계, 매출액 등 필요자료 누
락 기업

(354)

전년도 데이터 없는 기업

(284)

자본잠식 기업

(27)

연구개발비 집약도 0.0001% 미만
인 기업

(3,147)

최종 표본

6,841

YEAR

Firm-Year

%

2013

1,004

14.68

2014

1,057

15.45

2015

1,101

16.09

2016

1,163

17.00

2017

1,222

17.86

2018

1,294

18.92

Total

6,841

100

9) 적자 누적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금액이 된 완전자본잠식 기준으로 표본을 제외하였다.
10) 한봉희(2010), 송동건･최종서(2011) 등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병산
(2011)은 연구개발비 집약도가 0.0001% 미만인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1) 본 연구의 표본에 일부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기업의 표본이 포함되어 있으나,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개
인의 고유 특성이므로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과신성향에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영자의 교체 첫해에는 경영자의 개인성향이, 업무파악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이유로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교체 연도를 제외시
킬 경우 본 연구 결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본 연구 결론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표본을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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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표본 분포
INDUSTRY

농업, 임업 및 어업

Firm-Year

8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0.12

9

0.13

4,870

71.19

34

0.50

17

0.25

건설업

164

2.40

도매 및 소매업

449

6.56

운수업

9

0.13

숙박 및 음식점업

6

0.09

726

10.61

24

0.35

7

0.10

422

6.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0.51

교육 서비스업

36

0.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0.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otal

6

0.09

6,841

100

2. 경영자 과신성향의 측정
경영자 과신성향은 경영자의 심리적, 인지적 특성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 과신성향의 대용치로서 경영자에 대한 미디어
의 평가(Hayward & Hambrick, 1997)와 경영자의 스톡옵션 행사 여부(Malmendier &
Tate, 2005; Malmendier & Tate, 2008; Chen, Ho, & Ho, 2014), 경영자의 자본적 지출 성
향(Ahmed & Duellman, 2013; Schrand & Zechman, 2012) 등을 사용하였다.
경영자에 대한 미디어의 평가는 긍정성 또는 칭찬 등에 대한 측정이 주관적이며, 일부
미디어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경영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측정이 가능해 표본 수의 제한이
있다. 또한, 경영자 스톡옵션 행사여부의 경우, Malmendier & Tate(2005, 2008) 등의 연구
에서 옵션의 내재가치보다 행사가격이 낮을 때 경영자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행사기간의 마지막 해에 옵션을 행사한 경우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로 보았으나 국내의
경우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적어 과신성향에 대한 대용치로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med & Duellman(2013)에 근거한 산업, 연도 평균대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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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지출의 크기와 Schrand & Zechman(2012)에 근거하여 경영자 과신성향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로 Ahmed & Dullman(2013)은 산업평균 대비 더 많은 자본적 지출을 한 경영자
에 대해 과신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총자산으로 나눈 자
본적 지출액12)이 산업과 연도, 시장 평균 자본적 지출액보다 크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여
경영자 과신성향을 측정하는 첫 번째 변수  로서 사용하였다.
두 번째 Schrand & Zechman(2012)에 따른 변수 측정 모형은 식 (1)과 같다.

자산성장률   매출액성장률   

(1)

전년도 대비 자산성장률과 매출액성장률을 이용하여 연도, 산업별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에 잔차를 이용하여 경영자 과신성향을 측정하였다. 잔차의 값이 0보다 클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아 동일한 사업에 속한 기업들보다 자산 확장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고, 그 외의 기업들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여 경영자 과신성향 대용
치   로서 사용하였다.
경영자 과신성향에 대한 두 변수 모두 Malmendier & Tate(2005) 등의 연구에서 증명한
과신하는 경영자일수록 더 많은 자본적 지출을 한다는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수이다.

3.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측정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첫 번째 변수로서 연구개발비 자본화 자체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
어 설정하였다. Tutticci, Krishnan, & Percy(2007)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자본화 금액이
있다면 1, 그 외 연구개발비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변
수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 자본화 변수로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 )를 사용하
였다. 당해 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상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한
봉희(2010) 등의 선행연구에 따라 자본화된 연구개발비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산
출하여 사용하였다13). 따라서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은 자본화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
개발비 지출액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12) 자본적 지출의 금액은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 유형자산 관련 지출에 포함되
는 항목들의 합(토지의 증가, 입목의 증가,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 건물 및 부속설비의 증가, 구축물의
증가, 기계장치의 증가, 중장비의 증가, 제설비의 증가, 미착자산의 증가, 차량운반구의 증가, 리스자산
의 증가, 리스개량자산의 증가, 선박의 증가, 항공기의 증가, 공구 및 기구와 비품의 증가, 임대자산의
증가, 임차개량자산의 증가, 설비자산의 증가, 기타 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산출하였다.
13) t년도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 상 t년도 연구개발비 자산) - (재무상태표 상 t-1년도 연구개
발비 자산) + (손익계산서 상 t년도 연구개발비 자산 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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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측정
(1) 가설 1 연구모형
식 (2)는 본 연구의 가설 1인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   ∑ 

(2)

여기에서,

 : 연구개발비 자본화 측정치


: 연구개발비 자본화 금액이 있으면 1, 아니면 0

 :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한봉희, 2010)


: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

  : Ahmed & Dulleman(2013)에 따른 경영자 과신성향
  : Scrand & Zechman(2012)에 따른 경영자 과신성향


: 연구개발비 집약도(=연구개발비 총지출/매출액)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가치의 비율

 : 코스닥 상장 기업이면 1,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면 0



: 연도더미
: 사업더미

관심변수는 경영자 과신성향을 의미하는  변수이다.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수록 경
영자가 불확실성에 대해 확신해 연구개발비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하므로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종속변수는 연구개발비 자
본화 측정치( )로 두 가지로 측정하여 더미 변수인  일 경우 로지스틱
분석으로,  의 경우 OLS 회귀분석으로 해당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통제변수들은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Tutticci
et al., 2007; 한봉희, 2010; 김상수 등, 2011; 송동건･최종서, 2011; 신상훈･이세철, 2016)에
기초하여 연구개발비 집약도( ), 총자산이익률( ), 부채비율( ), 기업규모
( ),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 시장 변수( )를 사용하였다.
연구개발비 집약도( )는 연구개발비 총액의 크기가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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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의 연구개발비 관련 지출 총액을 매출액으
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자본
화하여 당기순이익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한봉희, 2010; 김상수 등, 2011; 신상훈･이세철,
2016). 총자산이익률( )은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한봉희(2010)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이 적거나 감소할 때 재량적인 연구개발비
를 자본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연구개발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 이익률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를 자본화 유인이 높을 수 있으므로 부채
비율( )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가설 등에 따라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해 비용화를 선호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투자자
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본화를 통해 이익의 증가와 자산의 확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 )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통
제하였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 전 시장의
기대치로서 t-1기의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를 사용하였다. 김상수 등(2011)에
서 코스닥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보다 성장가능성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아 연구개발비를 자본화를 선호함을 보임에 따라 코스닥 상장 더미 변수( )를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연도와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를 연구모
형에 추가하였다.

(2) 가설 2 연구모형
이사회의 특성이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식(3)을 설정하였다. 아래 식과 같이  ×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하여
가설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   ∑ 

(3)

여기에서,
 : 이사회 특성

 :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수/총 등기임원 수)
 : 이사회 활동성(= 이사회 개최 수 자연로그 값)
 : 이사회 전문성(= 사외이사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수)

그 외 변수 설명은 Appendix 참조.

14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31호)

강신희･이호영

이사회의 특성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독립성, 활동성, 전문성으로 측정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 )은 사외이사 비율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으
며, 총 등기임원 수 대비 사외이사의 수로 산정하였다. 이사회 활동성( )은 이사
회 개최 수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사회 전문성( )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수로 측정하였다.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연구모형
(2)와 동일하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표 4>은 연구가설 검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4>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DRDCAP

6841

0.229

0.420

0

0

1

RDCAPRATIO

6841

0.103

0.259

0

0

1

OC1

6841

0.366

0.482

0

0

1

OC2

6841

0.346

0.476

0

0

1

BODIND

6841

0.325

0.149

0.333

0

0.889

BODACT

6841

2.262

0.691

2.303

0

4.644

BODEXP

6841

0.500

0.695

0

0

7

RDINT

6841

0.038

0.070

0.013

0.000

0.466

ROA

6841

0.859

0.451

0.791

0.106

2.496

LEV

6841

0.426

0.201

0.429

0.055

0.877

SIZE

6841

26.078

1.523

25.756

23.538

31.223

MTB(t-1)

6841

22.742

37.153

11.34

KOSDAQ

6841

0.642

0.479

1

0.81
0

258
1

** 변수 설명은 Appendix 참조

종속변수로 사용된 연구개발비 자본화 측정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첫 번째
로  은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로 측정된 더미변수로, 평균 0.229를 통해 연구개
발비 지출을 하고 있는 전체 표본 중 22.9%의 기업이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는 전체 연구개발비 관련 지출 중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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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된 연구개발비의 비중으로서, 전체 표본 중 평균적으로 0.103의 비율로 전체 연구개발
비 지출 중 자본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경영자 과신성향은 두 가지의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은 Ahmed & Dulleman(2013)에 따라 전년도 총자산으로 나눈 자본적 지출액이 산업
과 연도, 시장에 따른 평균보다 클 경우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평균이 0.366으로 나타
나 전체 표본 중 36.6%의 경영자가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로  
는 Scrand & Zechman(2012)에 따라 매출액성장률과 자산성장률의 회귀식을 통해 잔차의
값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해당 변수의 평균은 0.346으로 전체 표본 중 34.6%의 기업
이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집약도( )는 평균이 0.038, 표준편차가 0.070인
것을 나타났으며 총자산이익률( )은 평균이 0.859, 표준편차가 0.451로 나타났고, 부채
비율( )은 평균이 0.426, 표준편차가 0.201, 기업규모( )는 평균이 26.078, 표준편차
가 1.523로 나타났다. 전년도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는 평균이 22.742, 표준편차
가 37.153로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 )은 평균이 0.642, 표준편차가 0.479로 전체
표본 중 64.2%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관심변수인 경영자 과신성향(  ,   )
와 연구개발비 자본화( ,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산업평균
대비 자본적 지출의 크기로 측정한 경영자 과신성향(  )은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
( )와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 )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매출액 성장률 대비 자산 성장률의 크기로 측정한 경영자 과신
성향(  ) 역시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 )와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
( )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분석을 통해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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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1) 가설 1 검증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두 가지
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다면, 연구개발비의 성
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
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표 6>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관계에 대한 로지스틱분석 결과
                
   ∑  ∑
DRDCAP
OC1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f.

Intercept
OC
RDINT

***

-6.9908

0.2134**
***

3.2259

OC2
Wald

Coeff.

Wald

24.84

***

23.76

0.2611***

16.84

45.70

***

44.94

***

32.26

1.1393***

45.39

***

39.15

LEV

1.1467***

46.12

SIZE

***

ROA

MTB(t-1)
KOSDAQ

-0.5055
0.2058

52.36

***

9.03

0.3051***

12.76

-0.0030

-6.84

6.28

3.2006

-0.4572

***

0.208

53.34

***

9.33

0.3271***

14.58

-0.0030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N

6841

6841

LR
Pseudo R-square

***

571.83***

0.1195

0.1216

561.36

1) 변수 설명은 Appendix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표 6>는 식(2)을 이용해 종속변수가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일 때의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변수가   일 때 회귀계수 값은 0.2134로 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관심변수가   일 경우에도 회귀계수 값이 0.2611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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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수록 연구개발비의 성공 가능성을 긍
정적으로 높게 평가해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통제변수들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 간의 관계는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  ,   )
에 따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연구개발비 집약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양의 값이 나타남에 따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자본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자산이익률( )도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적을수록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부채비율( )과 기업규모( )은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본
화 유인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가능성의 대용치로 측정된 전년도 시장
가치 대비 장부가치(    )의 경우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며, 시장 더비( )의
경우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수록 연구개발비 자
본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
RDCAPRATIO
OC1

종속변수
독립변수

Coeff.

Intercept

OC2
t-value

*

0.2733

1.82

Coeff.

t-value
*

1.88

***

0.2823

OC

0.0116

1.38

0.0200

3.03

RDINT

0.1158*

2.14

0.1142**

2.11

ROA

***

-0.068

-8.66

***

***

-8.25

***

-0.0649

LEV

0.0910

5.23

0.0900

5.18

SIZE

0.0003

0.10

0.0004

0.12

*

MTB(t-1)

-0.0002

KOSDAQ

-0.0002

*

-1.85

-0.0002

-0.03

0.0014

-1.93
0.17

Year

Included

Included

Industry

Included

Included

N

6841

6841

F value

5.95***

6.06***

Adjusted R-square

0.0482

0.0493

1) 변수 설명은 Appendix 참조.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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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식(2)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서 제
시하고 있다. 경영자 과신성향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각각 0.0116, 0.0200으로 양의 방향으
로 나타났으며,   로 측정한 경우에만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수록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2) 가설 2 검증
이사회는 경영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때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8>과 <표 9>는 가설 2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8>의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경영자 과신성향(  )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는
일부 연구모형에서 여전히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활
동성과 전문성의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사회의 독립성 연구모형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자 과신성향(  )의 상호작
용항의 계수값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
수록 경영자 과신성향이 없는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확률이 감소하지만, 경
영자가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
본화 사이의 관계를 감소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도 일관성 있는
결과로 사외이사들이 경영자들의 과잉투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9>의 분석결과에서도, <표 8>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이사회의 특성(독립성, 활동
성, 전문성)이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 사이의 관계를 감소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자 과신성향(  )의 상호작용항은 오히려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경영자가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8>과 <표 9>에서 모두 이
사회의 효과와 경영자 과신성향의 교차항에서 가설과 일관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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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 바이오 기업 표본을 제외한 추가분석
2017년 제약, 바이오산업의 주가 급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 감리가
예고되었고, 2018년 해당 산업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금융
감독원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발표되었다. 특히
감독지침에서 연구개발비 자본화와 관련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 등 제품
유형에 따른 자산화 가능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를 소
급하여 재작성하도록 공표함에 따라 제약, 바이오산업에 속한 기업은 과거 연구개발비 자
산을 구체적 자산화 가능 단계에 따라 적용해 연구개발비 자본화 행위에 재량적인 판단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14) 해당 산업군(515 기업-연도)을 제외한 표본15)으로 가설1을
추가 검증하였다.
<표 10>는 제약, 바이오산업의 표본 515 기업-연도를 제외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가설 1의 결과인 <표 6>과 <표 7>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 )로 측정한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인   과   의 계수
값이 각각 0.2322, 0.2574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자
본화 비율( )로 검증한 모형에서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   과   의
계수 값이 각각 0.0140, 0.0210의 양의 값으로 확인되었으며,   의 모형에서만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약, 바이오산업의 표본
을 제외한 경우에도 여전히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경영자가 과신성향이 있을수록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확률과 비
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4) 이데일리, 2019.05.02.,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후…개발비 자산화 비율 감소
15) 제약, 바이오산업은 산업 중분류 기준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표본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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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강조되고 사업의 다양화로 기업의 연구
개발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강조
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중심으로 감리가 실시된 이후
연구개발비 회계기준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대해 이슈가 되고 강조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신성향과 기업지배구
조를 연결시킨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
로 경영자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기업의 이사회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완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6,841 기
업-연도를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여부와 연구개발비 자본
화 비율 모두 경영자 과신성향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다면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할 확률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이 모두 높아짐을 확인하
였다.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제외하여 검증한 경우에도 이러한 결
과가 유지되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활
동성, 전문성이 높을 때 모두 경영자 과신성향과 연구개발비 자본화 사이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들은 경영자의 과신성
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기업의 주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인 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현행 이사회 제도의 통제 효과성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
의 우려가 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의 특성과 연구개발비 지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경영자의 특성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 사
이의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본 선행연구(Hirshleifer et al., 2012)와 달리,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
화 회계처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을 둘러싼 투
자자, 채권자 및 정책기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미래의 의사결정과
연구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변수의 대용치의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에 있어 관련 해외 선행연구에서 미디어 칭찬 횟수, 경영자의 스톡옵
션 행사비율 등이 과신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고려하여 경영자 과신성향의 측정치로 사용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만이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등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투자 의사결정과 재무결정에 기초하여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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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경영진 전체의 과신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박현영･박주
형･이호영(2019), 손혁･정재경(2015), 손혁(2017)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사회적 연결 관
계까지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해 사외이사 비율 대용치 만
을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연결 관계까지 고려한 더욱 정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측정하
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경영자 과신성향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
본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는 과신성향이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는 차기이후의 비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
지 않았으며, 추후 현 시점의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미래 시점의 연구개발비 자본화 의사결
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31호)

강신희･이호영

[참고 문헌]
고우･한길석. (2018). The Influence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on Earnings Management. ｢경영교
육연구｣. 33(3), 425-442.
금융감독원. (2018).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9월 19일).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675
김문태･전성일･고대영. (2006).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통한 이익조정의 고찰. ｢회계정보연구｣, 24(3),
77-96.
김상수･마희영･박성종. (2011). 연구개발비 자본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37, 37-66.
김새로나. (2015).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한 경영자 과신성향과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실태. 회계.
｢세무와 감사연구｣, 57(4), 1-38.
남화영. (2013). 대리인비용과 보수주의 관계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일경제. (2018). 제약사 R&D 투자 1조 넘어…비용･자산처리 논란 커질 듯. (4월 4일).
https://www.mk.co.kr/news/it/view/2018/04/216133/
문화일보. (2018). 제약바이오 기업, ‘R&D 자산화’로 영업익 부풀릴 우려. (3월 1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401071821086001
박현영･박주형･이호영. (2019). 이사회 내 사회적 연결관계와 경영자-종업원 보상구조 간의 관계에 대
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44(5), 145-191.
손혁･정재경. (2015).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의 감시자인가 또는 지지자인가?: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
의 사회적 관계가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5), 327-366.
손혁. (2017).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 학연 및 지연과 조세회피성향의 관계. ｢회계연구｣, 22(3), 21-46.
송동건･최종서. (2011). 연구개발 지출의 자본화에 따른 정보효과. ｢국제회계연구｣, 35, 139-170.
신상훈･이세철. (2016). 기업의 경영자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특성. ｢회계, 세무와 감사 연구｣,
58(3), 73-96.
신해명･이호영. (2019). 사외이사와 이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윤리
경영연구｣, 19(1), 1-35.
양대천･오상준. (2016). 경영자의 낙관주의성향과 이익유연화. ｢회계정보연구｣, 34(3), 249-271.
연강흠･이호영･손성규. (2018).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것. ｢클라우드나인｣.
유혜영･김새로나. (2015).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보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0(6), 41-80.
이데일리. (2019).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후…개발비 자산화 비율 감소. (5월 2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3846622484984&mediaCodeNo=257
이병산. (2011).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5(4), 291-322.
장승주･김응길･이용규･노희천. (2017).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4(2),
41-76.
차명기･김수성･황국재. (2016).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조세회피. ｢회계정보연구｣, 34(4), 441-485.
하영범･이성희. (2014). CEO의 특성이 R&D투자정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8, 103-125.
한봉희. (2010). 연구개발비 집약도 및 자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계저널｣, 19(5), 185-219.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31호)

27

경영자 과신성향이 연구개발비 자본화에 미치는 영향

황국재･차명기. (2015). 최고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
술발표논문집｣.
황규영･김응길. (2018).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과 배당성향의 관계: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정보연
구｣, 7(1), 61-90.
Ahmed, A. S., & Duellman, S. (2013).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1), 1-30.
Bouwman, C. (2014). Managerial optimism and earnings smoothing. Journal of Banking & Finance,
41, 283-303.
Brown, R., & Sarma, N. (2007). CEO overconfidence, CEO dominance and corporate acquisition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59(5), 358-379.
Cazavan-Jeny, A., Jeanjean, T., & Joos, P. (2011). Accounting choice and future performance: The
case of R&D accounting in Fr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2), 145-165.
Chen, S. S., Ho, K. Y., & Ho, P. (2014). CEO overconfidence and long-term performance following
R&D increases, Financial Management, 43(2), 245-269.
Deshmukh, S., Goel, A. M., & Howe, K. M. (2013). CEO Overconfidence and Dividend policy,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2(3), 440-463.
Hambrick, D., & Mason, P. (1984).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Hayward, M. L. A., & Hambrick, D. C. (1997). Explaining the premiums paid for large acquisitions:
Evidence of CEO hubr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 103-127.
Hirshleifer, D., Low, A., & Teoh, S. H. (2012). Are overconfident CEOs better innovators?, The
Journal of Finance, 67(4), 1457-1498.
Hribar, P., & Yang, H. (2013). CEO overconfidence and management forecast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Iowa.
Malmendier, U., & Tate, G. (2005). CEO overconfidence and corporate investment. Journal of
Finance, 60(2), 661-700.
Malmendier, U., & Tate, G. (2008). Who makes acquisitions? CEO overconfidence and the market’s
reac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9, 20-43.
Mintzberg, H. (1973). Strategy-making in three mod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6(2),
44-53.
Oswald, D., & Zarowin, P. (2005). Capitalization vs. expensing of R&D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SSRN. http://www.ssrn.com/abstract=739225.
Plous, S. (1993). The psychology of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Macgraw-Hill Book Company.
Schrand, C. M. & Zechman, S. L. (2012). Executive overconfidence and the slippery slope to
financial mis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1), 311-329.
Tutticci, I., Krishnan, G., & Percy, M. (2007). The role of external monitoring in firm valuation: The
case of R&D capit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6(2), 83-107.
Wyatt, A. (2005). Accounting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Theory and evidence on economic
determinants. The Accounting Review, 80(3), 967-1003.

28

윤리경영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31호)

강신희･이호영

<Appendix> 각 변수의 측정
변수명

연구개발비 자본화
측정치
( )

경영자 과신성향
측정치
( )

이사회 특성
( )

측정 항목



연구개발비 자본화 금액이 있으면 1, 아니면 0



연구개발비 자본화 비율
(= 자본화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총 지출액)
(한봉희, 2010)



(자본적 지출액/전기총자산)이 산업,연도,시장의 평균 자
본적 지출액보다 크면 1, 아니면 0
(Ahmed & Dulleman, 2013)



매출액성장률과 자산성장률 회귀식으로 잔차의 값이 0
보다 클 경우 1, 아니면 0
(Scrand & Zechman, 2012)



사외이사 수/총 등기임원 수



이사회 개최 수 자연로그 값



사외이사 중 회계, 재무 전문가 수



통제변수
(기업의 특성)

연구개발비 집약도(= 연구개발비 총지출/매출액)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가치의 비율
코스닥 상장 기업이면 1,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면 0



연도 더미



사업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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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EO’s Overconfidence on Capitalized
R&D Expenditure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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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managerial overconfidence affects how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 is reported. As the decision for recognizing R&D
costs requires a high level of CEO’s discretionary judgment, R&D expenditures,
especially in the development stage, can be intentionally capitalized. Capital market
regulators and investors, includ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noticed the
existence of opportunistic incentive for companies to recognize spending on R&D at
the development stage as assets and thus issued supervisory guidelines related to
capitalizing R&D expenses. In this regard, the media reported in 2018 that investo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accounting for R&D assets by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Overconfidence managers tend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of opportunism and moral hazard to maximize their private interest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be distorted by the management’s
intentional recognition of R&D expenses at the development stage as intangible
assets and delaying the current period’s costs. Thus, this paper expects that firms
with CEOs who are overconfident about their performance are more likely to
recognize the R&D expenditures as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 would be controlled by board of directors as monitoring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listed companies on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13 to 2018, the results indicate that firms with overconfident managers
capitalize R&D expenditures to a greater extent. The results also show that board
independence, activity, and expertise do not properly function in controlling overconfident managers on their investment decisions.
Key words: managerial overconfidence, R&D capitalization,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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