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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韓國 近代의 會社制度 活用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部 經濟學專攻

洪制煥

유한책임ㆍ법인격의 부여ㆍ주식의 양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제도

는 대규모 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끄

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세기 초 일본으로부

터 이식받아 출현한 회사제도는 지난 100여 년 간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적 기

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활용 시, 주주와 경영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주주와 채권

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회사제도의 

진화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이러한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던 회사제도 도입 초기

의 취약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사제도가 어떻게 대규모 자본조달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기업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은 무

엇을 근거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관한 정

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식회사는 정보 비대칭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회사에 관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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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장에서는『조선총독부관보』에 수록된 20세기 초 조선의 합명․합자

회사의 신설등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사적 특징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설

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는 데에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설등기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의 19세기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달

리, 합자회사에 비해 합명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더 컸고, 인적회사 중 합자회

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인적회사의 평균 사원수도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합자회사가 ‘부유한 투자가’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에 활

용되었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것이 일본을 통

해 회사제도를 이식받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

본은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과 상이한 금융환경 - 합명회사의 이점이 감소하

고, 유한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개선된 상황 - 에서 회사제도를 이식받았고, 그 

영향이 조선에도 경로의존적으로 미치게 되어 합자회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

었다고 추론하였다. 아울러 회사형태 결정에 관한 로짓 분석을 실시, 사원수가 

많았던 점도 합자회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을 보였고, 금

융환경의 차이가 회사형태 활용 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기본 가정이 지지되는 결과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식민지기 기업들이 주금(株金)분할불입제도를 선호한 것은 전액

불입 이후의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이 정보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발

생하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자

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기반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추가불입 

가능 기업과 추가불입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패턴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가

설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기업들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자본을 조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채를 자기자본보다 선

호했으며, 자금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가불입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서 자

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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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여, 신주발

행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이 높았던 상황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러한 한계

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업금융 및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어떠

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 검

토해 본 결과를 보면, 1920년대 이후 합병․매수로 인해 보통은행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1928년 은행령 개정으로 은행과 기업 경영진을 겸임하는 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

었다. 한편 은행과 연계된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본 결과, 연계 기업은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과 배

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

채비율, 수익률,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연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포함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앞의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인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은행들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 은행 중역 중 상당수가 은행의 대주주이기

도 하여 중역 간 상호 감시의 유인이 컸다는 은행 내부적 요인이 내부자에 대

한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인적 연계에 기반한 불건전한 대출을 가로

막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조선회사사업성적조』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들의 배당률 수준과 

배당률 결정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당시 평균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

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였

으며, 당시 선진공업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배당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토빗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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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수익률, 연령,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등이 배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업의 배당 변동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배당의 안정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변동시키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았고, 제도적 규제로 인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았으며,

배당가능기업 중에서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또 충분히 수익

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개시하는 기업의 비중도 높았다.

배당률의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기 대비 금기 수

익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

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

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이 대륙법 체계 국가였다는 점, 배

당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었다는 점과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배당의 

안정성이 낮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조선경제잡지』의 회사 등기 기록을 가지고, Kaplan-

Meier 분석기법 및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

율을 추정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조선은행

회사조합요록』과『조선경제잡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 

자료 모두 식민지기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 

온『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이 생존율 분석 자료로서 갖고 있는 한계, 즉 조

사 시점 사이 2년 이내에 신설과 해산이 모두 이루어진 회사가 누락된다는 점

과 2년 이상 생존했음에도 분석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 회

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생존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종속변수 

모형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셋째,『조선경제잡지』를 이용하여 추정한 생존율의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이

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생존율 추정 결과에 얼마나 편의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넷째,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한 생존요인 분석결

과는 선행연구에서의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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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는 민족별로 생존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단지『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이 갖는 자료적 제

약에 기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주요어: 회사제도, 정보비대칭, 주금분할불입, 겸임이사, 배당정책, 관계형 금융,

생존분석 

학  번: 2006-3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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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서구의 산업화 과정을 돌아보면, 초기 기업가들은 아직 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을 재투자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자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ㆍ통신의 발달

에 따른 시장의 확대, 생산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갔다. 이로 인해 

기존과 같이 친인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

히 마련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금 원천의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회사제도의 출현 및 확산은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

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法人格의 부여와 유한책임 그리고 주식의 양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동원이 요구되는 새로운 기업 환

경에 적합한 기업형태였다. 그리하여 주식회사는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출현 및 확산되어, 이후 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형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확산은 대규모 자본동원의 필요가 존재한다고 해서 저절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금융시장의 발달이 동반되어야 했다. 즉 기업가와 生面不知인 투자

자로부터 출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시장에 제

공되어야 했으며, 투자자인 주주의 수가 증가할 경우, 주주 모두가 기업 경영

에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경영자가 기

업 경영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본인-대리

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모색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의 이해에 반하는 의사결

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기자본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식발행 

및 유통시장이 성립되어야 했다. 기업회계제도ㆍ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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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진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은 위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기 위해 투여된 지난한 노력의 所産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이처럼 서구에서 형성ㆍ발전되어 온 회사제도를 20

세기 초 日帝를 통해 이식받는 형태로 도입하였다. 물론 개항 직후인 1880년대 

초부터 開化派를 통해 회사제도가 조선에 소개되고, 회사형태를 취한 기업들

이 출현하고 있었지만, 전통사회의 상업 관행이 잔존했던 탓에 근대적 기업으

로서는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19세기 말 유럽으로

부터 이식하여 제정한 상법이 조선에서 依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대적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제도의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경제 환경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던 조선에서 회사제도는 출현

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會社令을 제정하여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회사 

설립 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도, 이러한 제도 이식 시점의 상황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식민지기 회사에 관한 통계들은 회사수나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측

면에서 회사제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회

사제도, 특히 주식회사제도의 정착은 식민지기 근대적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반 경제 환경의 취약성

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식된 회사제도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시스템이 안고 있던 취약성은 어떻게 극복되고 보완될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당시 회사에 관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 비대칭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업회계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기업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식

회사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었는가라

는 문제가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

다. 첫째, 일차적으로는 식민지기 회사제도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식민지기 회사와 관련해서는, 동시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자료적 조건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해명이 이루어지

지 못하여 왔다. 또 관련 연구들도 회사제도의 활용에 관해 분석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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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본의 형성사라는 맥락에서 회사를 바라보고, 구명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이명휘 2004).1) 다만 최근 제시된 박이택의 일련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금 조달 등에 관하여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박이택 2010a; 2010b; 2010c).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되, 자료나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도모하

고 있다. 아울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당시의 株金分割拂入制度나 배당정책 등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면서, 경제시스

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노력들과 그 경제적 의의에 대해

서 확인할 것이다.

둘째, 제도가 갖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고려할 때, 회사제도 도

입 초기에 대한 분석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회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은 여러 

측면에서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주식회사 과잉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중 주식회사의 비율은 95% 내외이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동원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중소규모의 기업이 이 형

태를 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의 대부분

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밴드웨건

(bandwagon) 효과”나 “‘주식회사’란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그에 기인한 '위신

(prestige)' 때문에 선호”한다고 지적을 하기도 한다(이영종 2008). 물론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긴 하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설명해줄 뿐, 보다 근본

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지 못한다.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

지는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밖에도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의 독특한 소유지배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비롯하여, 회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

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경제사적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위와 같은 현안에 관

한 직접적인 검토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회사제도에 관한 경제사적 연

구의 토대를 구축해 가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

1) 대표적으로 허수열(1988, 1990), 전우용(2011)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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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용상법은 1962년 우리나라 상법이 처음 제정되기 전

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상법 제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

에 오늘날 회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규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경로의존성

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회사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2)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회사

제도에 관하여 상대화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또 최근 이루어지

고 있는 근대적 회사제도의 도입 초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사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일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비교사적 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비교 대상을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갖는 의의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와 함께 보다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경제를 

상대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향에서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초기 회사

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나라 초기 회사제도의 성격을 구명

하고자 하고 있다.

제2절 회사제도 및 금융환경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논의는 회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위주로 전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먼저 각 장에서 이루어질 실증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민지기의 회사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에 대해서, 회사제도와 금융

환경으로 나누어서, 선행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3)

2) 이처럼 의용상법은 오늘날 우리나라 회사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지닐 것으

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회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용상법

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분석이 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940

년 전후로 이루어진 戰時 상황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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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제도

조선에 서구의 ‘會社’라는 제도가 소개되고, 商會ㆍ商會社 등의 명칭을 지닌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였다.4)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든 직후까

지도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오늘날의 회사와는 거리가 먼 조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전우용 2011). 收稅都賈會社라 불리는 이들 조직은 정부

로부터 영업독점권을 취득하고, 대신 收稅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이래의 都賈商業體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근대적 회사로서의 성격

은 지니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法人格의 부여 여부, 社員의 

책임 범위, 회사형태 등 회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규정도 갖

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지닌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출

현한 것은 식민지기로 접어든 이후의 일이었다. 朝鮮民事令에 따라 조선에서

도 日帝의 상법5)이 시행되어, 일제가 채택하고 있던 회사제도를 조선도 따르

게 된 것이다6)7). 이후 조선에 의용된 일본 상법(이하 依用商法)은 그대로 시행

4) 회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82년 兪吉濬이 저술한『商會規則』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전우용 2011), 1883년 金玉均은 漢城旬報에 서구의 발전 요인으로 주

식회사를 꼽는 글을 쓰기도 했다(이명휘 2004).

5) 참고로 일본의 상법은 일부 프랑스법계에 속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독일 상

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독일 

법학자 Roesler을 초빙하여, 헌법뿐만 아니라 상법전의 起草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商法 草案이 1890년 공포되었다(舊상법). 일본은 1899년 상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이 때 독일 舊상법(ADHGB)을 모범으로 삼았다(新상

법). 조선민사령에 의거해서 조선에서 시행된 상법은 러일전쟁 이후의 경제발전 등 

일본의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911년 신상법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인데, 신상법

과 비교해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상의 내용은 주로 손주찬

(2003)에 의거함)

6) 이렇게 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일본의 商法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의용되었다. 한국 

최초의 상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의 일이었다.

7) 다만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부가 會社令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본과는 제도적 여

건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에서는 회사 신설 시 관의 허가를 받

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1910년대 회사 설립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1910

년대 중반부터 회사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회사령이 폐지된 1920년 이후 신설 회사수는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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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1938년 개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주 권리의 강화, 기업회계제도의 정

비, 유한회사제도의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의용상법

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

토한다. 참고로 첫 번째로 살펴볼 회사형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회사와 관

련된 특성들이다.

1) 회사형태 

의용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형태는 合名ㆍ合資ㆍ株式合資ㆍ株式會社 이

렇게 네 가지였으며, 1938년 상법 개정과 더불어 유한회사법이 제정되면서 有

限會社 형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합명ㆍ합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人的會社(Personengesellschaft)8)로 분류되는데, 합

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로, 무한책임사원 각자

는 회사 채무에 대해 無限連帶責任을 지며, 회사 경영에 직접 가담한다. 반면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차이를 지니며, 이중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회사 채무에 대해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연대책임을 지고, 경영에 직

접 관여하지 않으며,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러한 유한책임사원의 존재

를 제외하면,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성격이 유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합자회사에 대해서도 합명회사에 관한 법 조항이 準用되었

다.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와 유사하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株主)으

로 구성되었는데, 합자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주가 자신의 持分을 보다 

쉽게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주식합자회사는 합자회사

와 주식회사의 성격을 결합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1960년대 상법 제정 시 회사형태에서 제외되었다.

8) 인적회사란 개인의 신용을 회사 신용의 기초로 삼아 성립되는 회사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無限連帶責任을 지는 사원이 존재하므로 회사 법률관계에서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어, 持分 讓渡나 사원 지위의 교체가 어렵다. 따라서 인적회사는 주로 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규모의 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7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유한회사는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중소규모의 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로서, 사원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公示主義를 택하지 않는 등 법규의 엄격성과 복잡성이 

주식회사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 기업형태이다. 유한

회사는 또한 사원의 개성이 다소 중시되어, 사원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적회사

와의 유사성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9)

2) 주식회사의 기관 

의용상법에서 주식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 取締役(이하 ‘이사’), 監査役(이하 

‘감사’)의 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주주총회에 최고의 지위가 부여되

었다. 의용상법은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田中耕太郞

1930; 浜田道代 編 1999).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는 상법 규정에 의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소위 

총회 전속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計算의 승인, 社債의 모집,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 또는 利息(이자)의 배당 등이 이에 속했다. 둘째는 정관 규

정에 의해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었고, 셋째는 그 외의 사항

으로, 법령 중의 강행규정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었다(田中耕太郞 1930;

정동윤 1991; 浜田道代 編 1999).

그러나 주주총회는 통상 연 1회 또는 2회 소집되었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데에는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가 집행기관으

로 존재했는데,10) 실제로는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고, 감사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가 회사의 盛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田中耕太郞 1930). 이사는 주주 

중에서 선임되어야 했으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정관에 별도

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에 의해 결의될 수 있었다. 끝으로 감

9)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회사형태인 만큼, 주식회사에 대한 소

개는 여기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생략하였다.

10) 취체역회(이사회)는 任意機關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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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 중에서 선임되었으며, 이사에 대해서 사업의 보

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회사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

니고 있었다.11)

3) 확정자본제도 및 주금분할불입

오늘날 우리나라 상법은 授權資本制度를 택하고 있다. 회사의 定款에는 회

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즉 授權資本을 기재하고, 자본금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

리고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일부를 발행하고, 잔여 주식은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발행된 주식은 전부 

인수되며, 회사 설립 시 株金은 모두 불입되어야 한다.

반면 의용상법은 確定資本制度를 택하고 있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주식회

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된 확정자본(이를 ‘公稱資本金’이라 했음)에 해당하는 

주식이 모두 발행되고, 전부 인수되어야 했다.12) 다만 인수된 주식에 대해서는 

分割拂入이 가능하여, 설립 시 주주들은 株金의 일정 부분(1/4 이상)만을 불입

하고, 이후 필요 시 회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13)14) 제2회 이후의 불입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자본금을 언제까지 모두 불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의용상법은 

공칭자본금이 모두 불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新株發行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1938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제조회사에 한해서는 未拂入株金이 있는 상태에서

도 신주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15) 이러한 확정자본제도는 은행

11) 참고로 1962년 제정된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 회사법의 영향을 받아, 이사회제도를 

수용하여 이사회를 法定機關으로 하고, 대표이사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가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을 모두 결정하도록 하는 이사회중심주의를 택하

였으며, 의용상법이 감사에게 부여한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 중 업무감사권을 

이사회가 갖도록 하였다.

12) 따라서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13) 이영훈 외(2005)는 식민지기 수권자본제도가 채택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60년대 상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

개된 수권자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4) 이 때 불입된 자본금을 ‘拂入資本金’, 불입되지 않은 자본금을 ‘未拂入株金’이라 칭

했으며, 이 둘을 합친 확정자본금을 ‘공칭자본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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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산유동화시장의 발전이 취약하여 주주들이 신용이나 자산을 현금화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이택 2010a)16).

4) 기업회계제도17)

의용상법의 주식회사 기업회계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18) 첫째, 財務諸表의 내용은 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ㆍ營業報告書ㆍ

損益計算書ㆍ準備金 및 配當에 관한 議案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企業公示制度

가 마련되어, 재무제표를 備置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는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산의 평가는 재산목

록 작성 시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財産評價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田中耕太郞 1930). 셋째, 부정한 행위가 없는 한 재무

제표를 작성ㆍ제출한 이사와 이를 감사보고한 감사는 정기총회 승인 시 책임

이 解除되었다. 넷째, 이익은 먼저 缺損金을 충당하고 준비금19)을 控除한 후에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위법한 배당이 있을 경

우 채권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배당은 불입한 株金額에 비례하

도록 하였으며, 優先株 등에는 差等配當도 가능토록 하였다. 다섯째, 지분의 

1/10 이상을 소유한 자는 업무 및 회사 재산상태 파악을 위해 법원에 檢査役

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었다.

1938년 이루어진 상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더하여, 미비한 부분

15) 일본에서의 주금분할불입제도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青地正史(2006)에 상세히 서술

되어 있다.

16) 주금분할불입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자본축적이 아직 미약했던 19세기 

후반 출현한 다수의 회사들이 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

고, 1890년대 상법 제정 과정에서 이것이 제도로 고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17)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내용은 선병완(1977), 김광윤(1977)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로부터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표기를 생략한다.

18) 상법 總則編과 會社編의 규정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19) 회사는 그 자본의 1/4에 달하기까지 매결산기마다 이익의 1/20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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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재산평가에 있어서 原價主義에 병행하여 

有價證券의 市價主義가 도입되었고,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에 관한 규정이 명시

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준비금은 자본의 缺損 補塡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創業費ㆍ社債割引發行差金과 같은 

移延資産의 計上 根據와 상각 방법이 규정되었고, 新株에 대한 건설이자배당 

규정이 추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정들이 증가하면서, 회계제도의 형태를 갖추어

져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업회계 관련 제 규정이 기업회계에 있어

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당시 기업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기업회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았을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업회계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은 아직 

제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20) 비교적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성방직

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주익종(2008)의 연구가 있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므로,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회계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한다.

2. 금융환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기업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식회사는 정

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당시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데, 이하에서는 직접금융과 관련 있는 주식시장, 간접금융과 관련 있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 당시 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조달

의 실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 식민지기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로 

거의 40년 전에 이루어진 선병완(1977)에 기반을 두고 서술하였는데, 기업회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후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소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으며, 소개하는 내용도 선병완(1977)의 견해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 

뿐, 보다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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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21)

1920년 주식회사 형태로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이하 京取)이 인가됨으로써,

조선에도 주식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22) 京取는 사실상의 去來所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機構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설립 초기를 제외하고는 주식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하였고, 거래종목도 京取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금

융회사에 편중되어, 京取 자신을 포함한 상위 10종목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 후반부터 거래소 설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갔다. 일본 민간 대기업의 조선 진출이 증대하고, 주식회사의 신설 및 증자가 

활발해졌으며, 조선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조선 내 자본을 집중시키고, 일본

의 遊休資金을 조선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러한 상황에서 京取라는 시장조직을 승격시켜 주식거래소를 개설할 것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1931년 ‘朝鮮取引所令’이 제정되어 米豆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던 仁川取引所와 京取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朝鮮取引所(이하 

朝取)가 설립되었다. 공식적으로는 現物去來만 인정되던 京取와 달리 朝取는 

당시 일반적 거래방식이었던 淸算去來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장으로 성립되

었다.

그런데 朝取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여, 수익을 추구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

가 발생했다. 朝取는 자체 주식의 매매를 통한 수익증대에 주력하였으며,23) 수

수료 수입을 늘리고자 했기 때문에 거래비용의 상승이 초래되기도 하였다.24)

반면 上場審査를 통해 상장 여부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고, 내부 역량도 갖추지 못했

던 탓에 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도 

21)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은 이명휘(2001), 이영훈 외(2005)에 주로 의존하였다. 이로부

터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를 생략한다.

22) 그 전까지의 주식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홍성찬(1997)을 참조할 수 있다.

23) 朝鮮證券取引所가 설립된 1943년에 이르러서야 거래소 주식의 상장은 금지되었다.

24) 朝取는 1935년부터 1943년(상반기)까지 매년 배당률이 10% 이상에 이를 만큼, 안정

적인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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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였다.

한편 朝取에서의 주식거래는 주로 差金決濟ㆍ淸算去來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주식거래가 주식과 현금이 직접 교환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은 증거금만으로 계약을 하고 결제일에 가격변동폭만큼 반대매매로 차금결

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투기적인 청산거래가 주된 거래방

식이다 보니 총독부는 實物去來를 유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실물거래

는 오히려 場外市場에서 번성하였다.25)

朝取에서 실물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1940년경에 이르러서였다. 실물거래

종목의 거래고를 보면, 1938년까지는 10만 株 미만에 불과했으나, 1939년 25만 

주로 증가하더니, 1940년 91.5만 주, 1941년 128만 주, 1942년 245만 주 등으로 

급증하였다. 불과 4년 사이 실물거래고가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하

여 朝取의 거래량 중 실물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8년 1.5%에서 1942년 

21.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물거래의 증가세를 주도해 간 것은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본점회

사)였고, 그 중에서도 광업ㆍ전기ㆍ제조공업 부문의 회사들이었다. 1937년까지

는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지점회사)의 거래량이 더 많았으나, 1938년 역전되

었고, 그 이후 본점회사 종목의 거래량이 지점회사 종목 거래량을 압도하였다.

왜 이처럼 갑작스레 실물거래가, 특히 본점회사 종목의 실물거래가 급증한 것

일까. 이명휘(2001)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오랜 침

체기를 벗어나 실물거래가 급증하게 된 이유를 해명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실물거래의 갑작스런 팽창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朝取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검토하

였는데, 끝으로 발행시장의 정비 과정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 신문에 등장

하는 회사 주식 공모에 관한 광고를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이영훈 외 

2005), 1920년대에는 私募, 緣故募集이 주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1930년대 중반부터는 대기업의 경우 公募를 통해 주식을 발행ㆍ인수하고 있으

며,26) 관련 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은행ㆍ신탁회사에 맡기는 경

25) 장외시장의 실물거래가 상대적으로 번성했던 것은 朝取에서 실물거래를 할 경우에

는 去來員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거래 시간ㆍ장소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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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신탁회사의 경우, ‘朝鮮信託業令’의 강화된 신탁업 

인가 조건에 따라, 1932년 설립된 朝鮮信託으로 기존 업체들이 모두 합병되어 

1934년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조선신탁은 주식회사의 설립ㆍ주식의 인수ㆍ

청약업무에 관여하는 등 발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27)

2) 금융기관28)

식민지기 은행에 관해서는 殖産銀行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보통은행의 상호

경쟁 및 보완, 특수은행의 肥大化와 보통은행의 상대적 停滯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특수은행이 보통은행 업무를 兼業하는 것이 허용된 데

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정병욱 2000).

산업금융을 주도해 간 것 역시 특수은행, 그 중에서도 식산은행이었다. 식산

은행은 일본 자본시장에 진출하여 會社債 발행을 통해 산업금융 전개에 필수

적인 장기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여 갔다(배영목 2002). 식산은행의 대출구성을 보면, 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장기대부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 말까지 70% 가량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29)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 대출되고 있었

다(윤석범 외 1996).30)

한편, 보통은행은 1910년대 20개 가까이 설립되었으나, 1920년 反動恐慌 이

26) 1938년 이루어진 일본 상법의 개정은 주주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공모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7) 이와 달리 은행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을 접수하는 등의 부대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28) 여기서는 기업금융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금융기관 전반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

는다. 식민지기 금융기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범 외(1996)ㆍ배영목

(2002)ㆍ이영훈 외(200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 이후에는 일반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장기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30) 산업대부는 부동산, 漁業權, 財團을 담보로 하는 30년 이내 年賦償還과 5년 이내의 

定期償還貸付, 農工業者 10인 이상의 連帶 信用貸付, 한국에서 殖産 사업을 하는 

회사 채권의 인수 또는 응모로 이루어져 있었다(윤석범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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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경영 악화, 1928년의 은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활발한 합병이 이루어져,

식민지기 말기에 이르면 조선상업ㆍ조흥은행 단 두 곳만 남게 된다.(3장의 [그

림 3-2] 참조)31) 보통은행들은 상업은행으로서 어음할인을 통한 상업대출에 주

력하는 경향이 컸는데, 특수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출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점차 농업 및 공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갔고, 대출 방식도 대출

기한이 장기인 부동산 擔保에 의한 證書貸出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까지 식산은행의 대출구조와 비교해 보

면, 상업대출은 보통은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업 부문에 대

한 대출은 적었으며, 식산은행이 공업부문 대출을 본격화하는 1930년대 중반 

이후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배영목 2002).

이처럼 보통은행이 산업대출에 있어서 한계를 지녔던 것은 보통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조달 구조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은행의 경우, 일본 

자본시장을 통해 장기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가능했으나, 보통은행은 신용이 

낮은 관계로 이러한 방식의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따라서 보통은행은 자

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수은행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장기대출 자

금은 정기예금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또한 특수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격해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3)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실태 

선행연구에서는 은행의 자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구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반면, 자료적 제약 탓인지, 기업의 은행에의 접근

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들이 추가

적인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을 통해 이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용

이했는지,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이러한 방식의 자본조달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이명휘(2004)는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의 실태에 대해서 朝鮮殖産

銀行調査課(1935)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다룬 바 있다. 朝鮮殖産銀行調査課

(1935)는 1934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불입자본금이 5만 원 이상인 공업회

31) 이처럼 보통은행이 浮沈을 겪은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특수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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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로

부터 확인되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평균을 

구해보면, 불입자본금이 전체 자본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차입보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당시 주식유통시장의 발달이 지체되는 등 주식시장의 발

전 정도는 낮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회사 자본조달의 주

요 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회사의 자본금 규모별로 자본구성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을수록 차입금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간접금융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

었음을 뜻한다고 하겠으며,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의 양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불입자본금 5만 원 이상인 주식회사 내 주주 구성을 보면, 重役 및 중

역을 제외한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6%에 이르고 있어, 아직 기업 경영

에 있어서 본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

다. 이와 함께 주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은 자기

자본을 대체로 조선 내에서 조달했던 반면, 대기업은 조선 외 - 대부분 일본 -

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1934년

이라는 한 시점에 대해서만 조사된 결과이고, 조사대상 기업이 82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식민지기 회사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朝鮮總

督府官報』에 기재되어 있는 合名ㆍ合資會社 신설등기 기록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서구로부터 일본을 통해 이식된 동아시아의 회사제도가 갖는 특수성

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ㆍ대만의 자료를 보더라도 합명

ㆍ합자회사의 활용 양상이 서구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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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처럼 동아시아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이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추론해 본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극복하여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제2

장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株金의 분할불입이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한 후, 기업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다. 즉 기업은 자기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자본

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근거한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이고자 한다.

제3장은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금

융거래 방식 중 하나인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banking), 특히 그 중에서도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금융거래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조선

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해서 분석한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배당이 갖는 의미가 컸을 것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제4장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발간된『朝鮮會社事業成績調』에 수록된 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당시 배당정책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배당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뒤, 배당 변화가 기업의 전망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 근대 회사들의 경영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회

사의 생존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생존력과 관련해서는『朝鮮銀行會社組

合要錄』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자료가 생존분석에 있

어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대신해서『朝鮮經濟雜誌』

에 수록된 회사 등기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생존력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조선인회사의 



17

생존력이 일본인회사의 생존력에 비해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자료적 문제 때문인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보더라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끝으로 종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결과

를 요약ㆍ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을 

매듭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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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植民地期 朝鮮의 人的會社, 1925-40

- 合資會社는 왜 선호되었는가

제1절 머리말 

각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를 보면, 회사 중 人的會社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까닭에, 소수의 가족 또는 지인이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

이다. 조선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산업화 초기였던 식민

지기 내내 인적회사가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인적회사의 범주에 속하는 회사로는 合名ㆍ合資會社가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유한책임사원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반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된다.1) 그리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

지 않으며, 출자만을 담당한다. 그런데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회사에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부유한 

투자가’의 출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Lamoreaux et al. 2005).2) 즉 

합자회사는 ‘젊고 유능한 상인과 부유한 투자가의 결합’을 통해 성립하게 된다

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본다면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비해 더 많은 자본금

을 조달하는 데에 유리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회사 데이터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들은 합자회사에 관한 이러한 인

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미국ㆍ브라질ㆍ멕시코의 회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를 보면, 모두 합명회사에 비해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

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비교는 서장을 참조할 것.

2) Kessler(2003)의 연구는 1822년 Journal of the Assembly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오

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 이러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서는 Lamoreaux et al.(20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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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Hilt et al. 2009, Abramitzky et. al.

2009, Gomez-Galvarriato et al. 2008). 게다가 19세기 전반 미국 뉴욕의 파트너

쉽(partnership)3)에 대해 분석한 Hilt et al.(2009)에서는 친족(kinship) 위주로 

구성되는 파트너쉽과 달리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에서는 친족 범

주를 벗어나, ‘젊고 유능한 상인과 부유한 투자가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도 확인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 브라질의 인적회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Abramitzky et al.(2010)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합자회사에서 유한책

임사원의 출자액은 무한책임사원 출자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해 저자들은 유한책임사원이 적은 위험을 부담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

는 것에 대한 대가('price')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더 적

은 이윤을 분배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리하면, 산업화 초기 인적회사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들은 합명회사에 비해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컸다는 점, 무한책임사원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액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적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이 필요했

던 것은 친족 범주 외부에 있는 ‘부유한 투자가’를 끌어들임으로써 더 많은 자

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뒤늦게 회사제도를 이식받은 조

선의 경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에서는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를 선택한 것이 더 많

3) 대륙법 체계를 지닌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는 우리나라의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회

사(합명ㆍ합자회사)들이 존재한다. 이 중 독일의 경우, 인적회사(OHG, KG)에는 법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영미법 체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조직이 파트너

쉽과 유한 파트너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역시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는

다. 그런데 인적회사의 경우, 회사로서의 성격보다 組合的 성격이 훨씬 강한 營利團

體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격의 부여 여부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와 관련해 권기범(2005)은 오늘날 ‘우리 상법은 모든 종류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을 부여하고 있는 바(商 171조 1항), 이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서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독일, 프랑스의 인적회사와 영국, 미국의 파트

너쉽을 모두 ‘파트너쉽’ 범주에 넣어서 비교하고 있다(Lamoreaux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 경향을 따르고자 하며, 대륙법 체계를 지닌 국가에 대해서

는 합명ㆍ합자회사, 영미법 체계를 지닌 국가에 대해서는 파트너쉽ㆍ유한 파트너쉽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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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금을 조달하는 문제와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조선의 인

적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이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명

회사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보다 많은 자본금을 조달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조선에 합자회사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본 장은『朝鮮總督府官報』에 수록된 20세기 초 조선의 합명ㆍ합자회사 및 

그 사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한책임이 자본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조선에서 합자회사 형태가 많이 활용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순

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인적회사의 활

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 뒤,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朝鮮總督府官報』의 회

사 신설등기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어 4절에서는 조선의 합자회사 신설 

이유가 더 많은 자본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었는가에 대해 분석한 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그렇다면 조선에서 합자회사가 선호된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 5절에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전체 논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다.

제2절 조선의 인적회사 활용 양상

여기서는 먼저『朝鮮總督府統計年報』 등에 수록된 회사 관련 집계치를 이

용하여, 식민지기 회사형태별 활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

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적회사의 비중으로,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은『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 수록된 회사 등기

에 관한 집계치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회사형태별 신설 회사수와 인적회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신설되는 합자회사의 수가 1920년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설회사 중 인적회사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장 높았던 해인 

1931년에는 86%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접어들어 신설되는 주식회

사가 급증하고, 1940년부터 유한회사가 회사형태에 추가되어 활용되면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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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 1942년에는 18%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

로 본다면, 합명ㆍ합자회사가 전체 회사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오

늘날과 달리, 식민지기에는 회사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 - 비록 1930년대 후반 

이후 그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지만 - 인적회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고 하겠다.4) 물론 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선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오히려 1930년대 이후 주식

회사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시선을 끄는데, 高度成長期부터 확

인되는 주식회사 쏠림 현상을 해명할 수 있는 端初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5)

[그림 1-1] 회사형태별 신설 회사수와 인적회사 비율, 1911-1942

주 1: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2: 주식회사에는 주식합자회사도 포함되어 있음.

3: 인적회사 비율은 전체 신설 회사 중 신설된 인적회사의 비율임.

4: 회사수는 좌축, 인적회사 비율은 우축.

자료: 1919년 자료는『朝鮮總督府司法統計年報』에서, 1920년 자료는『朝鮮銀行月報』

에서 인용.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모두『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서 인용.

4) 오늘날 전체 회사 중 주식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소

규모 회사들은 여전히 인적회사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형식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을 통해 

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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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설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율 추이 비교, 1911-1942

자료: 조선에 관한 통계는 [그림 1-1]과 동일. 일본 회사에 관한 통계는 吉田準三(1991,

1994a, 1994b)에서, 대만에 관한 통계는『臺灣總督府統計書』各年에서 인용.

이번에는 인적회사 중에서 합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림 1-2]는 각 연도별로 조선ㆍ일본ㆍ대만에 신설된 인적회사 중에서 합자회

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ㆍ대만

에서도 인적회사 중에서 합자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대체

로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 프랑스의 신설회사의 구성, 1840-1913

주: 그림에서 Partnerships가 합명회사를, Commandites Simples가 합자회사를 의미함.

자료: Lamoreaux et 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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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사례에서 모

두 합자회사에 비해 합명회사가 훨씬 많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6) 19

세기 후반 내내 독일의 공동기업 중 80% 이상이 합명회사였으며, [그림 1-3]과 

같이, 프랑스에서도 1920년대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신설되는 전체 

회사 중에서 합명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했다.(Lamoreaux et al.

2005) 한편 미국 뉴욕에 관한 통계를 보면, 1850년대 유한 파트너쉽의 수는 파

트너쉽의 4%에 불과했다(Hilt et al. 2009).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경우, 1890

년경 브라질의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율은 1/3 정도였으며(Abramitzky et

al. 2010), 멕시코에서 1886년부터 1910년 사이 신설된 인적회사 중 80% 가량

은 합명회사였다(Gomez-Galvarriato et al. 2008).

[그림 1-4] 조선 인적회사의 평균 자본금 수준 비교(단위: 1,000원)

자료:『朝鮮總督府統計年報』各年.

한편 조선의 인적회사에 관한 집계치로부터 합명ㆍ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 

면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7) [그림 1-4]는『朝鮮總督府

6)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19세기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의 사례

는 20세기 초에 관한 것이므로, 시기적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

만 동아시아 지역에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회사제도가 이식되고, 산

업화가 시작되거나 조금 진척되어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산업화 초기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의 국가들과의 대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7) 이하의 자본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앞서와 달리 旣設 회사에 관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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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年報』에 수록된 회사수와 자본금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명회사와 합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 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20여 년에 걸친 대상기간 내내 

합명회사가 합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조선에서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를 선택한 것이,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달리, 더 많은 자본금을 조달하는 문제와 무관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 1-5] 일본 인적회사의 평균 자본금 수준 비교(단위: 1,000엔)

주: 1900년부터 5년 간격으로 평균 자본금이 제시되고 있음.

자료: 宮本又郞(1990).

그런데 동일한 현상은 일본의 통계로부터도 확인된다. [그림 1-5]는 1900년

부터 1939년까지 일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회사당 평균 자본금의 추이를 5

년 간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걸쳐 합명회사의 

평균 자본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8)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산

8) 일본의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평균 자본금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특이치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增地庸治郞

(1938)의 연구로부터 1936년 현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별 분포 상황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본금 규모가 1,000만 엔을 상회하는 회사들도 여럿 존재하

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이치를 배제하더라도 합명회사의 자본금 수준이 더 높았음

은 명백해 보인다. 자본금 5만 엔 미만인 회사의 비율이 합자회사는 92%인 반면,

합명회사는 78%이며, 이들만의 평균 자본금 수준도 8,000엔과 14,000엔으로 차이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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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로 제시된 수치 역시 광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宮本又郞 1990).9)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선의 인적회사 활용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는 다

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합명회사에 비해서 합자회사가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금 규모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합명회사

에 비해 합자회사가 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에서의 합자회

사 활용은 ‘젊고 유능한 상인과 부유한 투자가의 결합’이라는 고전적 설명방식

을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며,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는 합

자회사가 많이 활용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본ㆍ대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점에서 이것이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로 이식된 회사제도가 갖는 특수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는『朝

鮮總督府統計年報』등에 수록된 집계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朝鮮總督府官報』에 수록된 등기 데이터를 이

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검토에 앞서 3

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소개한다.

제3절 자료:『朝鮮總督府官報』의 회사 신설등기 기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朝鮮總督府官報』의 ‘광고’란에 수록된 회사 신

설등기 기록이다. ‘광고’란 중 ‘商業 及 法人登記’에는 신설ㆍ해산ㆍ증자ㆍ감자

ㆍ이전ㆍ지점 설치ㆍ사원 변경ㆍ지배인 변경 등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 사이에 

이루어지는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담겨 있다.10) 김두얼(2008)

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당시 규정으로 보아 회사의 변경과 관련된 등

기 내용은 모두 여기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1) 따라서 식민지기 회사에 

9) 宮本又郞(1990)를 보면, 사법부 등기 통계에 제시된 회사수에 비해 훨씬 적은 회사

수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10) 이하에서는 이 자료에 대해 ‘관보’라 지칭하기로 한다.

11) 朝鮮民事令에 의거해서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던 非訟事件手續法 제3장 상업등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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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관보’의 등기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자료가 너무 방대한 탓인지,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분석

한 연구는 제시된 바 없는데,12) 여기서는 비록 일부지만, 사용해 보고자 한다.

[표 1-1] 관보의 회사 신설등기 사례

상호 合資會社 海州木材商會

본점 黃海道 海州郡 海州面 南本丁 3番地

설립목적 목재 및 건축재료 판매

설립시기 1925년 8월 1일

대표사원 旨森格夫

존립시기 설립일로부터 만10개년

해산사유
존립시기의 만료 / 총사원의 동의 / 회사의 합병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 회사의 파산 / 재판소의 명령

등기일 1925년 8월 13일

사원명 책임 주소 출자

旨森格夫 무한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남본정 3번지 5,500원

難波彌一 유한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남욱정 553번지 3,000원

橋本愛子 유한 경기도 인천부 궁정 35번지 3,000원

曲田文市 유한 경기도 인천부 화정 1정목 64번지 2,000원

渡邊友吉 유한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북본정 137번지 1,500원

자료:『朝鮮總督府官報』제3938호.

144조는 “관보 및 一定의 신문지상에 적어도 1회” 등기에 관하여 공지할 것을 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우용(2011)은 ‘관보’에 등기 사항이 수록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관보’에 설립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일부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시 규정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2) 전우용(2011)의 연구에서 ‘관보’가 사용된 바 있으나, 1910년대 신설회사를 파악하

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관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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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데이터는 기재 방식에 일관성이 있고, 제시된 사항이 비교적 풍부

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표 1-1]은 1925년 10월 2

일 ‘관보’ 제3938호에 실린 한 합자회사의 신설등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으

로, 기재된 사항은 크게 회사에 관한 사항과 사원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표의 윗부분에 제시한 것이 회사 관련 사항이고, 하단은 사원 관련 

사항이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형태ㆍ회사명ㆍ소재지ㆍ대표사원ㆍ만기ㆍ해

산 사유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원에 대해서는 성명ㆍ책임ㆍ주소ㆍ출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각 사원의 출자액을 합산하면 회사의 자본금도 

파악할 수 있다. 합명회사에 관한 정보는 -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

사원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합자회사와 동일한 방식으

로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5년부터 1940년에 걸쳐서14) 5년 간격으로 총 4개년도의 

인적회사 신설등기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15) ‘관보’의 기재 방식은 식민지기 

전 기간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1940년부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신상과 출자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한책임사원 몇 명이 총 얼마를 출자’했다는 식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40년 ‘관보’의 데이터 중 합자회사에 관한 기록의 경우, 사원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료의 입력과 관련하여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 주식회사의 신설등기 사항도 역시 ‘관보’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대

해서는 주주 개인별 출자 내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14) 당초 계획은 1920년부터 5년 간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1920년의 경우 신설된 회

사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인적회사의 비중도 낮아, 분석대상에 해당되는 인적회사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제외하였다.

15) 등기 회사 일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35년 관보 2395호에 수록된 中山精

米所와 1940년 관보 3931호에 수록된 明寶映畵會社는 누락 사항이 있는 등 기록이 

매우 부실하여 부득이하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若尾商店의 경우, 1929년 12

월 신설등기를 했다가 1930년 7월 해산한 뒤, 다시 신설등기를 하고 있어, 이 중 2

번째로 이루어진 등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南鮮物産商會는 1935년 합명

회사 설립 후, 해산한 뒤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 등기를 하고 있어, 후자는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野松農商은 중복기재되어 나중에 기록된 등기 사항은 제

외했고, 1925년 天德泉滿鮮營業所, 1930년 黃州運輸, 1935년 豊南運送, 荷主運輸組

는 旣設 회사가 해산된 후 다시 설립된 것이어서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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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사의 목적(산업)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하는 점이다. [표 1-1]과 같이 

‘관보’에는 회사 설립 목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회사가 복수

의 분야에 종사하여 여러 산업이 나열된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설립목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하 

‘요록’)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 결과를 활용하되16), 이 중 일부를 묶어 다시 6개 

부문으로 분류한 박이택(2010a)의 방식을 따랐다17). 다만 ‘요록’에 ‘기타’로 분

류된 것 중 상당수는 ‘土木建築請負’와 관련되어 있어, 이들은 별도로 ‘토목건

축’으로 분류하였다.18) ‘요록’에는 나오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19), 이 경우 관보

에 기재된 회사의 설립 목적 중 첫 번째로 제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요록’의 

방식에 따라 분류했다.

둘째, 회사 대부분은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1925년에 

신설된 회사 중 하나와 1940년에 신설된 회사 중 일부의 경우, 공칭자본금 모

두를 불입하지 않았음이 등기 사항 중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

칭자본금이 아니라, 불입자본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자본금에는 勞

動ㆍ信用出資는 포함하지 않았다. 즉 관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노동이나 신

용출자 기록 중 일부에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나오는데, 이를 반영하

지 않았다. 넷째로 대표사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명 

이상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두 자료에 제시

된 그대로 반영하였다.20) 다만, 합자회사 중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16) ‘요록’에는 회사의 설립 목적이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 ①은행업, ②금융신탁업, ③제조공업, ④운수창고업, ⑤농림업, ⑥수산업, ⑦광

업, ⑧전기업, ⑨양조업, ⑩정미업, ⑪인쇄업, ⑫철도업, ⑬상업, ⑭기타, ⑮보험업.

17) 농림업ㆍ수산업은 농수산업으로, 광업ㆍ제조업ㆍ양조업ㆍ정미업ㆍ인쇄업ㆍ전기업

은 광공업으로, 운수창고업ㆍ철도업은 운수창고철도업으로, 은행업ㆍ금융신탁업ㆍ

보험업은 금융업으로 재분류되었다. 그 외에 상업, 기타는 ‘요록’의 분류대로 사용

하고 있다.

18) 따라서 목적은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19) 이들이 ‘요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조사가 2년마다 이루어져, 그 사이에 신설과 해산등기가 모두 이

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짐작된다.

20) 당시 규정을 보면, 등기해야 하는 사항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6. 회사를 

대표함이 가할 사원을 정한 때는 그 氏名, 7. 數人의 사원이 공동하고 또는 사원이 

지배인과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함이 가함을 정한 때는 그 대표에 관하여 규정.’ 이



30

대표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무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

로 간주하였다. 이는 규정상 무한책임사원만이 대표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21) 물론 이 중 일부는 대표를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긴 어려우므로, 모두 대표로 간주하였다.

제4절 합자회사: 젊고 유능한 상인과 부유한 투자가의 결합?

앞서 2절에서는 조선의 인적회사 활용 양상이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합명회사에 비해서 

합자회사가 더 많이 활용되었으며, 자본금 규모는 합명회사에 비해 합자회사

가 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

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위의 분석결과는 집계치를 이용하여 단순 평균

을 구하는 방식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분석에 사용된『朝鮮總督府統計年報』의 통계는 자본

금 1만 원 이상의 회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김두얼 2008), 인적회사 

중 상당수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

적회사의 규모가 영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회사가 집계 대상에서 제

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회사형태별 자본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관보’의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통하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자본금,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의 출자액을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의 인적회사 활용 양상에 대한 앞에서의 

분석결과가 지지되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자본금 비교 

분석에 앞서 ‘관보’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얻은 기초통계량부터 살펴본다. [표 

1-2]에서 먼저 회사수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자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평균과 중간값을 제시해 놓았는데, 각각 1935년을 

는 회사의 대표사원이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21)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굳이 대표사원 여부를 표기할 필요가 없어

서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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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실질화한 값이다.22) 이 역시 앞서 2절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에서 합명회사의 자본금이 합자회사의 자본금에 비해 평균과 중간값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인적회사 기초통계량

항목 분류 1925 1930 1935 1940 계

회사수(개)
합명 44 54 128 66 292

합자 209 390 348 133 1,080

자본금

(원)

평균

(mean)

합명 53,971 17,664 34,696 27,204 32,654

합자 10,540 16,638 20,411 17,702 16,805

중간값

(median)

합명 10,635 6.077 15,000 12,789 12,000

합자 3,939 5,064 6,000 10,096 6,077

1인당

출자액

(원)

평균

(mean)

합명 11,201 4,156 5,701 - 6,175

합자
무한 3,874 5,669 6,720 - 5,166

유한 2,038 2,851 3,795 - 3,005

중간값

(median)

합명 1,576 1,054 1,500 - 1,288

합자
무한 1,182 1,519 2,000 - 1,519

유한 945 1,013 1,000 - 1,013

평균 사원수(명)
합명 5.00 4.25 6.30 4.14 5.23

합자 4.42 4.34 4.60 5.08 4.53

민족(명)
일본인 925 1,208 831 - 2,964

조선인 217 711 1,569 - 2,497

주 1: 자본금 및 1인당 출자액은 1935년을 기준으로 실질액으로 나타낸 것임.

2: 1940년의 경우, 개인별 출자액을 제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일부 통계 수치

를 산출하지 못함.

자료:『朝鮮總督府官報』1925ㆍ30ㆍ35ㆍ40年.

22) 물가지수는 박기주ㆍ김낙년(2011)의 추계치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1939년

까지만 물가지수가 제시되어 있어서 1940년 값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자

료가 필요한데, 박기주ㆍ김낙년(2007)에 제시된 서울 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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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가별 인적회사의 사원수 비교

조선 일본 미국(1) 미국(2) 프랑스 독일 브라질

시기 1925-40 1935 1853 1860-80 1832-43 1912-23 1870-91

평균
합명 5.23 3.58 2.24 n.a. n.a. 2.20 2.30

합자 4.53 3.86 3.15 n.a. n.a. n.a. 2.93

사원수별

회사

비율(%)

2명 8.3 n.a. n.a. 80.8 79.5 83.6 n.a.

3명 38.1 n.a. n.a. 16.8 15.1 13.2 n.a.

4명 이상 53.6 n.a. n.a. 2.4 5.4 3.2 n.a.

주 1: 조선의 사원수별 비율은 합명ㆍ합자회사 모두에 대하여 산출한 것임. 또 시기는 

1925-40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925ㆍ30ㆍ35ㆍ40년의 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임.

2: 일본의 평균 사원수는 東京 지역에 관한 것임.

3: 미국에 대한 통계는 모두 합명, 합자회사가 아니라, 파트너쉽과 유한 파트너쉽에 

관한 것임. 미국(2)의 경우, 1860ㆍ70ㆍ80년의 데이터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인용한 

자료에 제시된 파트너쉽 중에서 사원수가 확인되지 않은 파트너쉽은 제외하고 구한 

수치임.

4: 프랑스 및 독일의 사원수별 비율은 합명회사만을 대상으로 구한 것임. 독일에 관

한 통계는 1912-13년과 1923년 쾰른에 신설된 합명회사의 사원수 및 1923년 현재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합명회사의 사원수에 관한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5: 브라질의 경우, 1870ㆍ88ㆍ91년 통계만을 가지고 도출한 결과임.

자료: 조선에 관한 통계는 1925ㆍ30ㆍ35ㆍ40년『朝鮮總督府官報』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임. 일본 및 독일에 관한 자료는 增地庸治郞(1938)에서, 미국(1)은 Hilt et

al.(2009)에서, 미국(2)는 Kim(2003a)에서 인용함. 또 프랑스는 Lamoreaux et

al.(2005)에서, 브라질은 Abramitzky et. al.(2009)에서 인용함.

평균 사원수를 보면, 1940년을 제외하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의 사원수가 

비슷한 가운데, 대체로 회사당 4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3]을 

보자. 이 표는 선행연구로부터 각국의 인적회사의 평균 사원수와 사원수별 회

사의 비율을 인용 또는 算出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우선 평균 사원수는 조

선이 가장 많으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평균 사원수는 합명회사(또

는 파트너쉽)는 2명을 조금 넘고, 합자회사(또는 유한 파트너쉽)는 3명가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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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사원수별 회사의 비율을 보아도, 조선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체로 

80% 가량의 회사는 사원수가 2명이며, 사원수가 4명이 넘는 회사는 극히 일부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조선의 인적회사 중 절반 이상은 사원

수가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명으로 구성된 회사의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끝으로 사원수를 민족별로 구분해 놓은 결과를 보면,23) 1925년에는 일본인

이 사원 중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조선인의 출자가 급증하고 있음이 

눈에 띤다. 이처럼 조선인 출자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주식회사가 대부분

이었을 大資本에의 참여는 일본인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나, 조선인도 중소 

회사를 중심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가며, 새로운 경제 환경에 차차 적응해 가

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요약하면, 회사 신설등기 자료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조선의 인

적회사에서는 외국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특징적인 현상들이 

몇 가지 확인되었다. 조선에서는 합명회사에 비해 합자회사의 비율이 훨씬 높

았으며, 자본금 규모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회사의 평균 사원수도 외국 사례에 비해 훨씬 많아, 4명을 웃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절의 목적에 맞게, 이 중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보다 자본금 규모가 컸다

는 점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보자.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산업ㆍ민족의 차이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원수,

산업, 지역(도ㆍ도시 여부), 설립연도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명목자

본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1-4]는 그 결

과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 모형 (1)과 (2)의 회사형태 더미의 계수가 모두 0보

다 크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

데서도 합명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비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표에서 모형 (3)은 산업별로 합명ㆍ합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차이가 상이

할 가능성을 고려, 산업 더미와 회사형태 더미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23) 1940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한책임사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사례

가 많으며, 또 창씨개명으로 인해 성명만으로 민족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민족별 인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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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합명․합자회사의 자본금 비교

종속변수 ln(실질자본금)

(1) (2) (3)

OLS OLS OLS

상수항
9.030***

(51.29)

8.682***

(43.71)

8.445***

(38.72)

회사형태 더미(합명 1, 합자 0)
0.562***

(7.31)

0.512***

(6.61)

1.284***

(4.46)

ln(사원수)
0.571***

(8.24)

0.605***

(8.82)

0.615***

(8.92)

대표민족 더미(조선인 1, 일본인 0)
-0.176***

(-2.63)

-0.326***

(-4.66)

-0.334***

(-4.79)

광공업 더미× 회사형태 더미
-1.007***

(-3.00)

운수창고업 더미× 회사형태 더미
-1.510***

(-3.86)

상업 더미× 회사형태 더미
-0.654**

(-2.15)

금융신탁업 더미× 회사형태 더미
-0.849*

(-1.93)

토목건축업 더미× 회사형태 더미
-1.522***

(-2.99)

기타 더미× 회사형태 더미
-0.369

(-0.60)

산업 더미 yes yes yes

연도 더미 no yes yes

도(道) 더미 no yes yes

도시 더미 no yes yes

관측치 1,372 1,372 1,372

Adj R2 0.185 0.217 0.226

주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값은 t값임.

3: 산업 더미의 기준은 농수산업임.

자료:『朝鮮總督府官報』1925ㆍ30ㆍ35ㆍ4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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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우선 산업 더미의 기준은 농수산업 더미이므로,

회사형태 더미의 계수는 농수산업에서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합명회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호

작용항의 계수를 보면, 기타를 제외한 다른 산업과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유

의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0보다 작다. 이는 산업별로 합명회사와 합자회

사의 자본금 규모 차이의 정도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운수창고업과 토목건축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경우, 상호작용항

의 계수와 회사형태 더미의 계수를 합하면 0보다 크므로, 이들 산업은 앞선 분

석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자본금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운수창고

업과 토목건축업의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의 계수와 회사형태 더미의 계수의 합

이 각각 -0.226과 -0.238로 0보다 작아지고 있다. 이를 환산해보면 이들 산업에

서는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약 25% 정도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예외적인 산업도 있긴 하지만, 산업 더미를 포함한 분석 결과 역시 앞선 

논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바와 달리, 조선에서는 

합자회사의 자본금 수준이 합명회사의 자본금 수준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한 모형에서도 앞의 분석결과에 

위배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2.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비교 

이번에는 ‘젊고 유능한 상인과 부유한 투자가의 결합’이라는 합자회사에 대

한 이미지에 부합하게,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에 비해서 더 많이 출자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표 1-5]는 합자회사의 사원을 대상으로,

‘정규화된 출자 비율(Normalized Capital Share)‘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를 결정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24) 표에 대한 논

의에 앞서 먼저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정규화된 출자 비율’은 아래와 같

이 정의되는데, 여기서 는 회사의 자본금 중 사원 의 출자액이 차지하는 비

율이며, 은 회사의 사원수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원이 4명인 회사에서 사

24) 정규화된 출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둔 회귀식의 형태는 Abramitzky et al.(2010)에 

제시된 회귀식을 참고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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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甲이 총자본금 중 50%를 출자했다면 이 값은 0.25가 될 것이다.25)

Normalized Capital Share =   


표의 분석결과를 보면, 유한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 비율과 관련하여 몇 가

지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첫째, 모형 (1)과 (2) 모두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1, 유한책임사원에게 0이 부여된 사원지위 더미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

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보다 더 많이 출자했음을 의

미한다. 둘째, 모형 (3)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의 출자 비율의 차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산업 더미와 사원

지위 더미를 곱한 상호작용항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상업 더미와 사원

지위 더미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산업별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비율의 차이는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상업의 경우에도 사원지위 더미의 계수에 상업 더미

와 사원지위 더미의 상호작용항 계수를 합하면 역시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있

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보다 더 많이 출자했다는 측면에서는 다

른 산업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표사원 더미의 계수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모형 (2)와 (3)에서 

대표사원 더미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대표가 

다른 사원에 비해 더 많이 출자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조선에서는 무한책

임사원 중에서도 대표사원이 가장 많이 출자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가 아닌 

무한책임사원이 많이 출자한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가장 적게 출자하였다. 경

영에 가담하는 정도는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순으로 클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조선의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언급한 Abramitzky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즉 [표 1-5]는 - 적어도 조선에서는 -

더 많은 출자금의 부담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5) 출자비율을 이처럼 정의함으로써 사원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의 평균이 줄어드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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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출자 비교

종속변수 정규화된 출자 비율(Normalized Capital Share)

(1) (2) (3)

OLS OLS OLS

상수항
0.081***

(3.59)

0.072***

(3.20)

0.059**

(2.52)

사원지위 더미(무한책임 1, 유한책임 0)
0.086***

(17.12)

0.052***

(7.22)

0.095***

(4.41)

대표사원(대표 1, 대표 이외 0)
0.052***

(6.44)

0.060***

(7.30)

노동/신용 출자 더미
-0.305***

(-32.77)

-0.309***

(-33.30)

-0.302***

(-32.61)

ln(실질자본금, 원)
-0.010***

(-4.73)

-0.009***

(-4.29)

-0.009***

(-4.38)

광공업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31

(-1.26)

운수창고업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01

(0.03)

상업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78***

(-3.55)

금융신탁업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10

(-0.33)

토목건축업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25

(0.89)

기타 더미× 사원지위 더미
-0.047

(-1.52)

산업 더미 yes yes yes

민족 더미 yes yes yes

관측치 4,207 4,207 4,207

Adj R2 0.208 0.215 0.225

주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값은 t값임.

3: 산업 더미의 기준은 농수산업 더미임.

자료:『朝鮮總督府官報』1925ㆍ30ㆍ35ㆍ40年.



38

요컨대, 20세기 초 조선의 인적회사에 대한 출자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인

적회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확

인되었다. 합명회사에 비해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에 비해 출자를 더 적게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에 합자회사가 많이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더 

많은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계된 현상은 아님을 보여준다.

제5절 조선에서 합자회사는 왜 선호되었을까?

그렇다면 조선에 합자회사가 많이 설립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즉 조선의 

인적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이 많이 분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으로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에 관한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나타나는 인적회사 활용의 특수성은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ㆍ대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

라서 조선의 상황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특수성의 원인을 究明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일본제국의 상황까지도 시야에 넣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도 19세기 말 일본으로의 회사제

도의 이식 과정이 갖는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합자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명회사에 비

해 무한책임사원은 적게 존재하는 경향이 있는데,26) 이는 기업이 간접금융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합명회사 형태가 합자회사 형태에 비해 유리할 것임

을 시사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영세

26) Lamoreaux et al.(2005)에서 프랑스의 경우,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수는 2명인 

경우가 8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합자회사의 65%는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만 존

재하고 있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에도 무한 파트너의 수가 파트너쉽 2.24명, 유한 

파트너쉽 1.99명으로, 파트너쉽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크

지는 않았다(Hilt et al. 2009).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그 차

이가 가장 큰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4개 연도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회사

당 무한책임사원수는 합명회사 4.13명, 합자회사 1.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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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의 인적회사라면 아무래도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사원이 많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명회사 

대신 합자회사 형태를 선택할 경우에는 ‘부유한 투자가’의 존재로 인한 직접금

융 상의 편익과 함께 간접금융 측면에서의 비용도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둘의 

크기에 따라 어떠한 회사 형태를 선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회사제도가 성립된 19세기 전반 유럽의 상황을 

보자. 유럽에서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가, 프랑

스에서는 미시시피 회사(Compagnie du Mississippi)가 주가 거품 사건을 일으

키고 도산하는 사건이 벌어진 탓에 19세기에도 주식회사에 대한 거부감이 남

아 있었다. 주식회사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컸던 영국의 경우, 1720년 제정된 

거품법(Bubble Act)은 민간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금지하였

으며, 따라서 이 법이 폐지되는 1825년까지 주식회사 형태는 거의 활용되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제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유한책임은 法制化

되고, 충분히 보장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27)

이처럼 19세기 전반 유럽에서는 유한책임이 아직 불신의 대상이었고, 따라

서 그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만큼, ‘부유한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데에는 리스크가 존재했고, 이들의 출자를 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

이 발생했을 것이다. 반면 기업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던 상황이므로, 무한책

임사원의 증가에 따른 간접금융 상의 이점은 컸을 것이다. 종합하면, 당시 합

자회사 형태를 취함으로써 얻는 직접금융 상의 이점에 비해서 합명회사 형태

를 택함으로써 얻는 간접금융 상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회사제도 활용 초기 합자회사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

이었던 반면 합명회사 형태의 활용도가 높았고, [그림 1-3]에서 본 프랑스 사례

와 같이, 그 이후 경로의존적으로 합명회사의 높은 비율이 장기간에 걸쳐 계

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서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주로 독일 상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1890년 처음 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부터 각국에서 주식

회사 설립의 규제가 축소되고, 유한책임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는 조치가 취해

27) 미국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이 유한 파

트너쉽 활용을 제한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Hilt et al. 2009). 한편 영국에서 주

식회사의 유한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은 1855년의 일이었다(송병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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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오는 등, 이 무렵에는 이미 유한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세기에 걸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 회사제도가 이식된 만큼, 금융환경도 19세기 전반 유럽에 비해서 개

선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회사제도 성립 여건의 차이는 합명ㆍ합자회사의 활용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을까. 우선 유한책임사원이 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가 감소한 만큼,

유한책임을 지는 투자자를 찾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명회사 형태를 취할 경우 얻게 되는 간접금융에 따른 편익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무한책임사원의 多少가 간접금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감소했을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럽의 회사제도 성립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회사제도 성립 

시점에는 합명회사 형태를 선택함에 따르는 편익과 합자회사 형태를 선택함에 

따르는 비용이 모두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본에서는 회사제도 도입 초기부터 합자회사 비율이 높은 양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경향이 경로의존적으로 지속되어 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선의 경

우, 앞서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인이 초기 인적회사 설립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 일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결과 조선

에서도 경로의존적으로 합자회사 비율이 높아졌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림 1-6] 멕시코 신설회사의 회사형태별 구성, 1886-1910

주: Partnerships가 합명회사, Corporations가 주식회사, LLPs가 합명회사를 나타냄.

자료: Gomez-Galvarriato et al.(2008)



41

그런데 이러한 추론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일본보다 다소 이른 19세기 중엽 

유럽으로부터 제도를 이식받은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합명회사가 주로 활용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그림 1-6] 참고)

19세기 중엽이면, 역시 19세기 전반 유럽에 비해 유한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어

느 정도 해소되고, 금융환경도 개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회사제도 성립 시점과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는데, 한 가지 이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유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선 이들 국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유럽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만큼, 회사제도 이식 이전부터 유럽 제도의 영

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사제도 도입 초기, 유럽인들이 이 지역에

서 다수의 회사 설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인들이 일본에 회사를 설

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아메리카 지역과 달리, 일본에서

는 유럽의 제도 활용 양상과 다른 경향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햇을 

것으로 판단된다.

2.『朝鮮總督府官報』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이번에는『朝鮮總督府官報』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앞의 추론 

결과가 지지될 수 있는지, 합자회사가 널리 활용된 조선 특유의 요인은 없는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는 이를 위해서 회사형태를 종속변수

로 놓고,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회사형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모형 (1)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본다. 첫

째, 사원수가 많을수록 합자회사 형태를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수가 증가할수

록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짐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 합명회사의 사원들은 무한연대책임을 지므로, 동료 사원의 고의 

혹은 경영상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담을 자신이 떠안게 될 가능

성도 있는 만큼, 무한책임사원 증가 시 상호 간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른 비용

의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설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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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佐久間信夫 編(2006)은 합자회사를 ‘출자자수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

배의 통일성 유지도 도모하는 기업형태’라고 정의하였는데, 무한책임사원의 증

가에 따라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28)

[표 1-6] 회사형태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회사형태(합명회사 0, 합자회사 1)

(1) (2)

logit logit

상수항
4.366***

(5.68)

5.078***

(6.05)

ln(실질자본금, 원)
-0.421***

(-6.33)

-0.501***

(-6.74)

ln(사원수, 명)
0.473***

(2.78)

0.325*

(1.75)

대표민족 더미(조선 1, 일본 0)
-0.520***

(-3.25)

-0.401**

(-2.15)

도시 더미(시 1, 군 0)
0.431**

(2.42)

0.376**

(2.18)

일본 거주 더미(존재 1, 미존재 0)
0.718***

(2.71)

도 더미 yes yes

산업 더미 yes yes

관측치 1,324 1,141

LR chi-squared 159.44*** 113.79***

주 1: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값은 z값임.

3: 1940년 자료에는 사원주소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어, 일본 거주 

더미가 포함된 분석은 1940년을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짐.

자료:『朝鮮總督府官報』1925ㆍ30ㆍ35ㆍ40年.

28) 한편, Bodenhorn(2011)은 19세기 중엽 미국의 은행 자료 분석을 통해 파트너쉽의 

사원(partner)이 2명일 때보다 3명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가 더 높았다는, 즉 자본조

달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이 파트너가 많은 경우 기회주의적 행동

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과 관련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43

그런데 [표 1-3]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에 비해서 조선의 

인적회사는 훨씬 더 많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회사가 2명, 많아야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조선의 경우

에는 평균 사원수가 4명을 상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원수 증가에 따

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합자회사의 

비율이 높았던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하겠다.29)

둘째, 대표민족 더미와 도시 더미의 계수는 앞서 일본으로의 회사제도 도입

과 관련된 추론 내용을 간접적이나마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를 보면,

조선인이 대표인 회사에서는 일본인이 대표인 회사에 비해서 합자회사 형태를 

택할 확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도시 더미의 계수는 도시 지역

의 회사는 합자회사 형태를 택할 확률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불리한 경우, 즉 일본인이 대표인 회사에 비해서 조선

인이 대표인 회사가, 또 도시 지역에 있는 회사에 비해서 군 지역에 위치한 

회사가 합명회사 형태를 취할 확률이 더 높았다. 앞서 일본으로의 회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금융환경이 발전하면 할수록 합명회사 형태가 갖는 

이점이 감소하므로, 합자회사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는데, 여

기서의 분석 결과가 이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모형 (2)의 일본 거주 더미는 사원 중 주소가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원이 존재하는 회사에 1,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0을 부여한 것이다. 주소가 

일본인 사원의 경우,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운 만큼 유한책임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통제한 가운데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

석 결과에서 일본 거주 더미 이외의 변수의 계수를 보면, 그 크기는 다소 달

라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모형 (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9) 왜 이렇게 조선의 인적회사 사원수는 많았는가도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조선 사회

가 19세기 후반 내내 이어진 경제적ㆍ사회적 위기를 겪은 후, 20세기 초부터 산업

화를 서서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조선 내에는 충분한 자본축적

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 그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논의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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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맺음말 

제1장에서는 20세기 초 조선의 합명․합자회사의 신설등기 데이터를 분석하

여, 비교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보’에 수록된 합

명․합자회사의 신설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유럽 및 아메리카 지

역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현상이 

확인되었다. 첫째, 합자회사에 비해 합명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더 컸으며, 둘

째,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셋째, 인적회사의 평균 

사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합자회사가 ‘부유한 투자가’로

부터의 자본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그러므로 합자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더 크

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나타나

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인적회사에서는 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을까.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먼저 이것이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을 통해 회사제도를 이식받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

정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유럽 및 아메리카 지

역과 상이한 금융환경에서 회사제도를 이식받았음을 확인하였고, 그 영향이 

조선에도 미치게 되어 합자회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이

와 함께 회사형태 결정에 관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

선의 인적회사의 사원수가 많았던 점도 합자회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을 것임을 보였고, 금융환경의 차이가 회사형태 활용 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기본 가정이 

지지되는 결과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화 초기 인적회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고, 또 유럽과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사원 단

위의 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

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또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현상을 확인하고 제도적․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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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의 인적회사 활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더욱 풍

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식민지기 회사에 관한 연구는 주식회사에 초점을 맞추거나, 회사 형태

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인적회사의 특성과 역할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경

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적회사에 대한 분석에 주력함으로써,

조선의 회사제도 및 그 활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확인하였으며, 아울

러 이에 대해서 당시의 제도 이식의 양상 및 금융환경과 관련하여 해명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식민지기 회사제도의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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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植民地期 株金分割拂入制度

제1절 머리말

序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1910년대부터 상법

이 제정되는 196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依用되었던 일본 상법은 오늘날과 달리 

주식회사 자본금의 분할불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일본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定款에 기재된 확정자본(공칭자본금)의 1/4 이상만 불입하면 된다고 규정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때마다 주주들이 추가로 

불입하면 되었다.

조선의 많은 주식회사들은 이러한 분할불입 방식을 채택하여, 공칭자본금 

중 일부만 불입한 가운데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주금분할불입을 

선호했을까. 예를 들어, 공칭자본금을 25만 원으로 책정하고 주주들로 하여금 

전액불입하게 한 후 필요시 新株發行(增資)을 하는 방식보다, 공칭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회사 설립 시 25만 원만 불입하게 한 뒤 나머지는 

필요시 요청하여 불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株主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주주들이 한 번에 거액을 불입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자산유동화시장의 발전이 취약하여 주주들이 

신용이나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박이택 2010a).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기 어렵

다. 물론 당시 소득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주식의 가격(50원)이 높았음은 분명

하다.1) 하지만 株金을 전액불입할 경우에는 1주 가격을 20원으로까지 낮출 수 

있었으며(田中耕太郞 1930),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액불입을 택한 회사도 

더러 있었다. 따라서 분할불입 방식의 채택이 단순히 주주의 편의를 봐주기 

1) 1주의 가격이 5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1930년대 조선 미숙련 노동자의 1일 평균 임

금이 대체로 1원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김낙년ㆍ박기주 2011) 1주 가격이 거액이었

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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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업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판단 하에 기업의 자본조

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기업들이 분할불입 방식을 선호한 이유

는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이 내부자(경영자)와 외부자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가설검증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을 활용하여, 未拂入株金이 

있어 추가불입이 가능한 기업(이하 ‘가능 기업’)과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하여 

추가불입은 불가능하고 신주발행만 가능한 기업(이하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패턴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 분석결과, ‘가능 기업’이 ‘불가 

기업’에 비해 자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하고,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

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어 있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취약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

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러한 한계를 효과적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였

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주금분할불입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본다. 이어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이 되는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검증 모형을 설정하며, 4절에서

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5절에서 실증분석을 실

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며, 6절에서는 전체 논의 내용을 요약한다.

제2절 주금분할불입제도 관련 연구 

1. 주금분할불입제도 

주금분할불입제도에 관해서는 서장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

는 이에 더해 제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본 장에서 논의할 

문제와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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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가불입의 결정 방법부터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는 상법에 특정한 규

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추가불입은 대체로 이

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田中耕太郞 1930; 齊藤直

2006; 南條隆ㆍ粕谷誠 2009) 이는 다음과 같은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京城紡織은 1921년 10월 제13회 重役會議에서 제2회 불입을 결정하

고, 12월에 주주들에게 이듬해 1월 16일을 기한으로 주당 7원 50전, 총 15만 

원을 추가불입할 것을 ‘통지’했다(주익종 2008). 또한 ‘경성방직에서는 6일 오후 

임시 重役會를 개최, 사장 金䄵洙씨 議長이 되어 … 新株 제2회 불입금 징수에 

관한 건을 附議한 결과’(동아일보 1936. 2. 8), ‘朝鮮石油에서는 제3회 불입 一

株에 대하여 12원 50전을 8월 2일에 징수키로 중역회 결과 결정하고’(동아일보 

1937. 6. 3), ‘朝鮮貯蓄銀行에서는 2일 중역회를 개최, 부의 결과 來 8월 2일에 

제3회 불입 12원 50전을 징수하기로 결정’(동아일보 1937. 7. 4)하였다.2) 반면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자본금을 변경해야 했으므로, 신주발행 시

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신주발행에 비해 추가불입 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고, 자본조달의 기동

성도 상대적으로 풍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주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영진이 추가불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미불입에 대한 불입은 주주의 절대적인 의무’였기 때문이다(동아일

보 1938. 3. 27).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회 이후의 추가불입 요구에 주주들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었는

데, 주주는 기한 내에 추가불입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

고, 주식은 競賣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 때 경매금

액이 불입 예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失權한 주주에게 그 차액에 

대한 불입 의무가 부과되었다.(齊藤直 2006)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성방직은 1921

년 12월 주주들에게 추가불입을 요구했으나, 당시로서는 기업의 전망이 불투명

한 상황이었던 탓에 기존 주주들은 추가불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다섯 차례나 주주들에게 催告狀이 발송되었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2) 일부 회사는 정관의 규정 때문인지,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

인다. 일례로, 동아일보 1936년 8월 7일 기사를 보면, 永興自動車運輸는 임시주주총

회에서 제2회 주금 불입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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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량은 끝내 불입되지 않았다. 이에 1924년 11월 경성방직 이사회는 미납 

주식을 실권처리하고, 경매형식을 통해 그 소유권을 김연수에게 넘겼다(주익종 

2008). 朝鮮製絲의 경우에는 1920년 5월말 제2회 주금 불입이 이루어졌는데, 2

만 주 중 8,500주가량이 미불입되어 실권처리되었고, 閔泳徽 一家가 이 중 

5,000여 주를 落札받아 이 회사를 인수하였다(박현 2004).

한편 동아일보 1938년 6월 5일 기사를 보면, 추가불입에 응하지 않은 한 독

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다. 독자는 자신이 7년 전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추가불입의 청구를 받았으나 지불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이 경매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회사로부터 경매부족액에 대한 청구가 있었다며, 이것

이 정당한가에 대해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1934년 4월 1일 大審院

제1민사부 판결을 참조하여, 실권주 경매부족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고 하면서, 회사의 청구가 정당하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사례들은 추가불입에 응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제어 수단은 단순

히 제도적으로만 존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기능하고 있었을 것임

을 짐작케 한다.

[그림 2-1] 각 시기별 신설회사의 자본금불입률 분포 추이

주: 1944년도는 5월까지 신설된 회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자료:『조선경제잡지』각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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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금분할불입제도는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었을까. [그림 2-1]은 

1927년부터 1944년 6월까지『朝鮮經濟雜誌』에 수록된 회사 신설등기 기록을 

정리하여 자본금불입률 분포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 기간 신설된 

주식회사 3,863개 전체를 놓고 보면, 절반가량인 1,926개는 공칭자본금의 25%

이하3)를, 19%는 공칭자본금의 25~50%만을 불입한 가운데 설립되었다. 설립되

기 전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한 회사는 전체의 27.3%에 불과했다. 당시 조선

의 회사들은 주금분할불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갈수록 설립 시 25% 이하의 자본금만 불입하는 기업의 비중은 감

소하고 있는 반면, 공칭자본금을 100% 불입하는 회사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

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그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설회사의 평균 자본

금불입률은 1927년 40% 수준에서 1944년에는 70%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신설회사 평균 자본금불입률의 추이, 1927-1944

주 1: 1944년도는 5월까지 신설된 회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2: 민족별 구분이 1939년까지만 제시된 것은 이후에는 창씨개명으로 인해 회사대표

의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임.

자료:『조선경제잡지』각 월호.

3) 철도회사를 비롯한 일부 회사에 대해서만 공칭자본금의 1/4 미만을 불입한 가운데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이 중 대부분은 공칭자본금의 25%를 불입한 회사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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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갈수록 신설회사의 자본금불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

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주식유통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영진의 추가불입 요구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규제 수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주주는 추가불입에 응하

는 대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을 확보하게 되므로, 규제 수

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버리며, 이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추가불입

금을 징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朝鮮取引所에서

의 실물거래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1940년대에 접어들어서(이명휘 2001) 신설회

사 평균 자본금불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유통시장 발달과 자본금

불입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4)

2. 선행연구 

이처럼 식민지기 기업 중 상당수가 주금분할불입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이택

(2010a)은 식민지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 일부로 자본금불입률

에 대해 다루었는데, 자본금불입률이 식민지기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는 

점, 본점회사보다 지점회사5), 또 조선인으로 구성된 회사보다 일본인으로 구성

된 회사의 불입률이 더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은행신용에 

기반한 지배주주의 형성이라는 가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금분할불입제도는 敗戰 이전까지 자본의 집중을 촉진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齊藤直 2006),6) 이 제도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최근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

구는 青地正史(2006)인데, 여기서는 불입금액이 상이한 복수의 주식에 대해 동

4) 분할불입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설립 시점에 전액불입을 택한 회사가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유통시장에의 접근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던 기업의 경우, 추가불입을 징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였으

므로, 아예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전액불입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본점을 조선 외의 지역에 두고 있는 회사를 지점회사라 칭한다.

6)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데, 高橋龜吉(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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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결권이 부여된 것이 기업지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조달과 관련해서 분할불입제도를 검토한 

연구도 근래에 이루어졌다. 齊藤直(2006)은 戰間期 일본의 대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신주발행과 추가불입을 비교하여, 신주발행과 달리 추가불입의 규모

는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樺太工業이

라는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추가불입이 과잉투자를 유발했을 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930년대 초 昭和恐慌期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南條隆ㆍ粕谷誠(2009)의 연구에서는 자금수요자(내부자)와 자금공급자(외부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불입금의 

징수가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시장

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불입을 통한 자본조달이 '최후의 수단’(南條隆ㆍ粕谷

誠 2009)으로서 기능하여 기업금융 및 설비투자의 안정화에 일조했다는 것이

다.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분할불입제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이처럼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금분할불입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 즉 분할불입 방식은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발행 방식과 비교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齊藤直(2006)은 신주발행과 추가불입을 비교하긴 했지만, 단지 현상적으로 

확인되는 특징, 즉 추가불입의 규모는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는 점만을 보여주는 데에 그쳤다. 南條隆ㆍ粕谷誠(2009)은 부분적으로 신주발

행과 추가불입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신주발행을 논의의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7) 다만 이 연구에서의 논의 결과를 

7) 南條隆ㆍ粕谷誠(2009)의 주금분할불입제도에 대한 소개 부분에 신주발행과 비교하여 

추가불입 징수가 갖는 이점이 하나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당시에는 신주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추가불입

은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해 자본조달의 기동성이 풍부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분할불입과 

신주발행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이에 대해 보다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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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추가불입과 신주발행의 역할은 비

슷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 상법은 공칭자본금이 모두 불입되지 않은 상황

에서의 신주발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하지 않

은 기업은 內部留保資金을 제외하면 자본조달 수단으로 부채와 추가불입이라

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南條隆ㆍ粕谷誠(2009)은 이 

중 추가불입이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정보비대칭을 전제하고 있는 자본조달순서

이론(pecking order theory) 역시 기업이 내부유보자금 → 부채 → 신주발행

(증자) 순으로 자본을 조달한다고 주장하면서,8) 신주발행에 대해 자본조달의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Shyam-Sunder and

Myers 1999)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자본조달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추가불입이 가졌던 신주발행과의 유사한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둘 사이의 차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동질적인 측면에 주목해서는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주식회사 

대부분이 공칭자본금의 일부만 불입한 채로 설립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장에서는 당시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신주발행에 비해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비용을 더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할불입제

도를 선호했다는 가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신주발행 시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외부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서 선

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주어

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했다. 둘째,

신주발행 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었는데,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추가불입 시에는 신주발행에 비해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했다. 우선 기

존 주주들에게 추가불입을 요청하면 되므로,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추가불입금의 징수에 대해 주주가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8) 여기서는 자본금의 전액불입이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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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주발행과 달리 추가불입의 결정은 이사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이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기존 주주들의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요컨대, 추가불입 시에는 정보비대칭 문제 및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신주발

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외부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분할불입제도를 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것인

데, 이를 위해 우선 3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3절 이론적 배경과 모형 설정 

1. 이론적 배경: 자본조달순서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은 외부자금을 사용할 경우 정보비

대칭과 그에 따른 신호발송(signaling)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조

달 시 외부자금보다 내부유보자금을 먼저 사용하려 하며, 외부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부채를 신주

발행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Myers and Majluf 1984; Shyam-Sunder and

Myers 1999). 따라서 자본조달순서는 내부유보자금 → 부채 → 신주발행 순이 

된다. 이 이론은 절충이론(trade-off theory)9)과 더불어 기업이 자본조달을 어

떻게 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

여 가장 폭넓게 논의되어 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이 이론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 이론의 가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회사제도ㆍ주식시장

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교통ㆍ통신의 발달 또한 제한적이

9) 절충이론은 기업이 법인세와 파산비용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는데, 부채 사

용 시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와 함께 기대 파산비용이 상승하는 효과도 발생하며,

이 둘의 크기에 따라 기업별로 최적자본구조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10) 최근에는 Baker et al.(2002)가 제기한 시장적기이론(Market timing theory)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구조이론의 대표적 이론 및 최근 연구동향에 

관해서는 Denis(2012)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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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

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정보비대칭 문제는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11) 자본조달순서이론이 당시에 대해 상당한 설

명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론에 대한 실증 분석은 Shyam-Sunder and Myers(1999)에 의해 방법론

이 고안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이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따

라 자본을 조달한다면, 기업의 자금부족분(financing deficits)을 설명변수로, 순

부채발행액(net debt issues)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할 경우, 계수가 1

에 근접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한 뒤, 미국 기업 157개 사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회귀계수, 즉 자본조달순서

계수(pecking order coefficient)는 0.75로 추정되었으며, 저자들은 이것이 자본

조달순서이론의 현실 설명력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제기되었으며(Chirinko et

al. 2000),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되 표본 크기를 확대하여 실시한 분석에서는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Frank et al. 2003).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순서계수 

값이 대기업의 계수 값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온 것이다.12)

이후에도 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분석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한편에서는 모형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증 분석을 시

도한 연구도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Lemmon et al.(2010)은 기업의 부채수

11)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낮은 것은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 그래서 외부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

는 - 데에 기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또한 정보비대칭 문제는 자기자본을 조달할 

때뿐만 아니라 부채를 조달할 때에도 역시 경영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비대칭 

문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12)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접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우

므로, 부채로 자본을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라

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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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Debt capacity)을 반영한 모형을, de Jong et al.(2010)은 자금부족분이 있

는 기업과 자금잉여분(financing surpluses)이 있는 기업을 구분한 모형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수정 모형은 기존 모형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면서, 기업

의 자본조달 행위를 보다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de

Jong et al.(2010)의 모형과 이를 응용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3)

모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2. 모형 설정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대한 실증 분석의 嚆矢가 된 

Shyam-Sunder and Myers(1999)의 모형이다.

∆      ×
 
   (1)

여기서 ∆ 는 년도 기업 의 순부채발행액,  는 기업 의 자금부족

분을 나타내는데,14)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2)

  는 년도 기업 의 현금배당,   는 순투자액, ∆ 는 순운전자본

(net working capital) 변화액,  는 유동성 장기부채15)이며,  는 이자 및 

세후 영업현금흐름이다. 만약 기업이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게 행동을 한

다면,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이 안되는 부분인 자금부족분의 대부분을 부채로 

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16)

13) Lemmon et al.(2010)이 제시한 모형의 경우, 이 모형을 적용하기에는 자료적 제약

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14) 선행연구들은 표준화를 하여 규모에 따른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를 통제

하기 위해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각 변수를 전년도 자산이나 순자산(net assets) 등

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Frank et al.(2003)의 예를 따라, 각 변

수를 순자산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15)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16) 하지만 실제로는 부채 수용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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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형의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de

Jong et al.(2010)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과 

자금잉여분이 있는 기업을 구분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때 사용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      ×   ×
 
 ×  ×

 
   (3)

여기서  는  가 0보다 작으면, 즉 자금잉여분이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자금부족분이 존재하면 0이 부여되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자

금부족분이 존재하는 기업의 자본조달순서계수는 인 반면, 자금잉여분이 

존재하는 기업의 계수는  가 된다. 이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후자

의 자본조달순서계수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저자들은 기업

이 자금잉여분이 생길 경우에는 부채를 갚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자금부족분

이 있을 때에는 자본조달순서이론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결론내리고 있

다.17)

본 연구에서는 추가불입이 자본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관

심을 갖고 있으므로, 위의 모형을 활용하되 다소 변형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 

(4)는 이를 위해 식 (3)에 미불입주금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더미변

수  를 추가하여 수정한 모형이다.    는 기업 가  기 현재 공칭자본

금을 모두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에 미불입주금이 존재하는 경우(‘가능 

기업’) 0,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기 현재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하여 기

에는 신주발행만 가능한 없는 경우(‘불가 기업’) 1이다.

이 값은 1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17) 자금부족분이 있을 때와 달리 자금잉여분이 생기면 부채를 갚는 것을 선호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de Jong et al.(2010)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부족분 발생 시의 증자

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금잉여분 발생 시의 減資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라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어 의사결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감자는 부채상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

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자금잉여분이 생기면 부채를 갚는 

것을 선호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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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4)

이 더미변수의 계수를 통해서, 추가불입이 가능한 기업과 신주발행만 가능

한 기업 사이에서 자본조달 방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미불입주금이 존재할 경우,

기업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조달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을 할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본조달 시 부채의 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자료:『朝鮮事業成績』

여기서는 앞서 설정된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에 사용될 자료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식민지기 주금분할불입제도에 관한 실증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朝鮮殖産銀行調査課(이하 식은 조사과)에서 간행한『朝鮮事業成績』(이하『성

적』)이다. 식은 조사과는 1934년 후반기부터『朝鮮會社事業成績調』라는 자료

를 연 2회 발행하다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이를 대신해서 연 1회『성적』

을 발간하였다. 식은 조사과는 조선의 업종별 주요 주식회사 157개 사가 발표

한 財務諸表에 기초하여 영업성적 및 경영 상태를 비교ㆍ검토하고 內地(일본)

회사와 상호 비교하기 위해『성적』을 편찬하였다.(조선식산은행조사과 1939)

조사 대상 회사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들의 불입자본금을 합하면 당시 조선 

내 회사 불입자본금의 5할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아, 주로 각 업

종별로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 위주로 대상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에는 각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칭자본금ㆍ불입자본금ㆍ적립금ㆍ당기

이익금 등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항목과 부채계정에 해당하는 장기부채ㆍ단기

부채, 또 자산계정에 해당하는 고정자산ㆍ유동자산의 세부 사항(현금예금ㆍ유

가증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기이익금의 세부 사용 내역(사내 보유,

임원 상여금, 주주배당금)과 감가상각, 수입 및 지출 기록도 제시되어 있다. 요

컨대 기업의 자본조달과 자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 이전에 간행되어 왔던『朝鮮會社事業成績調』의 경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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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회사가 300여 개에 달하고 있긴 하지만,『성적』에 비해서 담겨진 정보가 

적다. 우선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 부

채 계정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항목만 제시되어 있어, 부채 전반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 자료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성적』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되, 금융 부문에 속한 회사들은 제외하고, 비금

융 부문 회사만을 살펴본다.

문제는 이 자료가 일본에 이어 조선에서도 臨時資金調整法이 시행되고 있던 

1939년부터 간행되었다는 점이다.18) 1937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軍需産業과 生

産力擴充計劃産業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 위하여 자금 사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칭자본금 50만 원 이상인 회사의 설립ㆍ미불입자본금 징수

ㆍ증자ㆍ합병ㆍ社債 발행ㆍ자기자금에 의한 10만 원 이상의 사업설비 신설ㆍ

확장 및 개량 시에는 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며(제4조), 금융기관에서 

10만 원 이상의 사업설비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이 조

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제2조). 이후 법의 적용 대상 범위는 확대되어,

1939년에는 공칭자본금 20만 원 이상인 회사가 인허가 대상이 되었고, 5만 원 

이상의 사업설비 자금 조달 시 조선총독의 허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정책이 기업의 자본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우선 

총독부의 인허가율부터 보면,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대체로 승인

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4조와 관련된 인허가율 통계를 보면, 1937년부터 

1941년까지 90%를 넘나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사항별로 보면 자본금 

불입은 91.7%, 자본증가는 84.9% 등이었다(박현 2010).

하지만 임시자금조정법이 이러한 통계에 비해 실제 기업의 자금조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우선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산업의 

경우에는 아예 설비투자를 단념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신청에 앞서 口頭나 書面으로 총독부 의향을 알아본 후 신청하는 內認可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포기 내지 축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19)

18) 임시자금조정법에 관한 아래 내용은 박현(2010)을 주로 참조하였다.

19) 총독부의 허가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

다. 기업이 제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뒤 총독부가 허가를 내렸다는 것은 외부인

에게는 투자의 안전성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로서 기능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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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당시에는 총독부 정책에 따라 軍需와 관련이 큰 甲․乙種 산업에 

자금이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자본금 및 은행

대출의 업종별 증가율을 분석한 연구20)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업설비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甲으로 분류되

지 않은 기업들이 임시자금조정법으로 인하여 심각한 차입 제한에 직면하였는

지는 불분명”(박현 2010)하다. 따라서 임시자금조정법이 산업별 자본조달 양상

을 심각하게 왜곡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간행된 시기의 특수성으로 인해『성적』은 기업 자본조달에 대한 분

석 자료로서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당시 기업의 자본조달이 그 이전 시기

와 단절적인 양상을 보일 정도로 임시자금조정법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게다가 이 자료를 제외하면 조선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성적』을 활용하되, 간행된 기간 중 상대적으로 戰時統

制의 수준이 가장 낮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1939-40년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5절 실증분석   

이제 앞서 소개한『성적』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금분할불입 방식이 

자본조달에 있어서 가졌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3절에서 소개한 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의 값을 추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구하는 방식은 Frank et al.(2003)이 제시한 아래의 방식을 이용하였

다.

         ∆    (5)

식 (5)에는 앞서 제시한 식 (2)와 달리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성적』

에서는  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데, Frank et al.(2003)은 이를 제외

하고 구한 자금부족분을 이용하여 분석해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음을 밝히고 

20) 업종별 증가율을 비교한 이유는 甲種으로 분류된 사업은 모두 특정 산업(광업, 공

업, 교통업)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박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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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추계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

다.21) 현금배당   는 당해연도 현금배당금을 이용하며, 순투자액   는 

(당해연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당해연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

입)으로 측정한다. 또 순운전자본 변화 ∆ 는 (당해연도 유동자산 - 유동부

채) - (전년도 유동자산 - 유동부채)로 측정한다. 이자 및 세후 영업현금흐름 

 는 (당해연도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종

속변수인 순부채발행액 ∆ 는 (당해연도 비유동성부채총계) - (전년도 비유

동성부채총계)로 측정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이 식을 약간 변형하여 식 (6)

과 같은 방식으로  를 산출해야 한다. 필요한 데이터 중 순투자액   를 

구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형한 식은 아래와 같다. 이 식에서 ∆  는 고정자산의 변

화량을 나타내며,  는 당기순이익이다. 여기서 고정자산의 변화량 ∆  

는 (유무형 고정자산 순투자액 - 감가상각액)이 되므로, ∆    는 결국 

    와 같게 된다.

      ∆   ∆    (6)

식 (6)을 가지고  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는 당기배당금 항목을 이용하였고, ∆  는 (당기 고정자산) -

(전기 고정자산)으로 측정하였다. 또 ∆ 는 (당기 유동자산 - 당기 단기부

채) - (전기 유동자산 - 전기 단기부채)로 측정하였고,  는 당기이익금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 는 (당기 장기부채 - 전기 장기부채)의 방식으로 산

출하였다.

한편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회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나

는 引受ㆍ合倂을 통한 增資임이 확인된 경우이며, 나머지 하나는 순부채발행

액과 자금부족분ㆍ현금배당ㆍ순운전자본 변화ㆍ고정투자 변화ㆍ당기순이익을 

21) 산출 방식은 Frank et al.(2003)의 방법론을 따라 분석한 신민식ㆍ김수은(2012)에 제

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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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절대값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특

이치(outlier) 또는 영향점(influential point)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다.22)

그런데 표본 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시에는 연1회 결산하

는 기업도 있었지만, 연2회 결산을 실시하는 기업도 많았다. 즉 영업연도가 1

년인 기업이 있는가하면, 6개월인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업연도의 길이가 상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

기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연2회 결산회사의 1

년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영업연도의 길이와 상관없이 각

각의 기업-영업연도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둘을 분리해서 각

각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방법(표본 1)과 세 번째 방법(표본 2)을 사용하

고자 한다. 표본 2는 연1회 결산회사를 제외하고, 연2회 결산회사만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다. 연1회 결산회사만을 별도로 표본을 구성할 경우, 표본수가 33

개로 너무 적기 때문이다.23) 표본 1에는 연 1회 결산을 실시한 기업과 2회 실

시한 기업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광업의 경우 1940년에 수록된 회사 중 일부가 

바뀌어, 1년치 정보만 확인 가능한 회사는 모두 제외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회사를 제외하여, 총 126개의 기업으로 표본이 구성되

었다.

표본 2는 연2회 결산한 93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의 결산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경우에는 6개월 단위의 정보가 활용

되었으므로, 총 3기에 걸친 분석이 가능해져 표본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여

기서도 조사대상 광업 회사 중 일부가 변경되어 1939년 하반기-1940년 상반기

를 연결한 데이터 중 일부는 손실되었으며, 총 259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표 2-1]은 표본 1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기

22) 특이치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은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대체로 순부

채발행액과 현금배당ㆍ순운전자본 변화ㆍ순투자ㆍ현금흐름을 표준화한 값을 기준

으로 삼고 있는데, 절대값이 400%를 넘는 경우 제거한 연구도 있고, 200%를 기준

으로 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기준을 400%로 잡으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고, 샘플수가 많지 않아 200%로 잡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300%를 기준

으로 삼았다.

23)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표본 2에 연1회 결산회사의 표본 33개가 추가된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표본 2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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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먼저 업종별 분포에 대해서 보면,『성적』에는 금융 부문을 제외하고 

총 19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박이택(2010a)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를 

5개 업종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상업 10, 농수산업 16, 광공업 61, 운수

창고통신업 32, 기타 7개 사로, 광공업 부문의 기업이 전체 표본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반면 당시 

합명ㆍ합자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회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상업 

부문 회사는 10개에 불과하다. 상업 부문의 경우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많았으

며,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군수물자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던 상황에

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업 부문은 거의 배제되고, 광공업 부문 위주

로 조사대상이 편중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2-1] 표본 기업에 관한 기초통계량(단위: 천 원)

1939년 1940년

평균 25% 50% 75% 평균 25% 50% 75%

자산 9,846 928 2,078 7,690 12,039 1,073 2,442 9,712

순자산 4,890 513 1,171 3,511 6,180 575 1,346 4,420

공칭자본금 5,333 500 1,375 5,000 6,114 866 1,750 5,000

불입자본금 3,840 430 1,000 3,000 4,830 448 1,000 3,700

장기부채 4,385 269 638 3,109 5,079 202 685 3,718

주: 표본 1의 기업 126개를 대상으로 하여 구한 수치임.

자료:『朝鮮事業成績』1939ㆍ40년판.

[표 2-1]은 표본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평균 및 四

分位數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우선 평균을 보면, 기업의 자산 규모는 1939년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1940년에는 1,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공칭

자본금의 평균을 보더라도 1939년 이미 5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사이 기

업의 자본금 및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조선 내에 流

動性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본기업의 공칭자본금 분포를 보면, 10만 

원 이하인 기업은 하나도 없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61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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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1,000만 원 이하 51개, 1,000만 원 초과 14개로, 전반적으로 대기업 중심

으로 표본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4)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모든 지

표에 대해서 평균값이 중간값뿐만 아니라 3사분위수보다도 크다는 점이다. 이

는 몇몇 대기업의 변화에 의해서 평균값이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크기를 통제한 가운데, 기업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

는 것이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두 종류의 표본 각각에 대해서 기업 크기를 반영하여 구한 몇 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제시해 보았는데([표 2-2]), 전체 평균과 함께 자본금불입률이 1 미만

인 기업, 즉 추가불입 ‘가능 기업’과 자본금불입률이 1인 기업, 즉 공칭자본금

을 모두 불입한 추가불입 ‘불가 기업’으로 나누어 구한 수치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두 표본 모두 샘플 수가 크지 않기 때문인지 ‘가능 기

업’과 ‘불가 기업’의 각종 지표의 차이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하는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가능 기업’은 불입자본증가율이 장기부채증가율에 비해 높은 반면, ‘불

가 기업’은 장기부채증가율이 불입자본증가율보다 더 높다. 즉 이 시기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 자본조달 시 자기자본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이다. 둘째,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배당성향

은 ‘불가 기업’이 더 높으며, 특히 표본 2의 경우 그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이유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능 기업’의 수익성(당기순이익/불입자본금)이 높은 가운데 적정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낮추었을 가능성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능 기업’이 ‘불가 기업’에 비해 배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본 연

구의 가설과 같이, ‘불가 기업’은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

서 기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신호를 외부 투자자에게 제공할 유인이 컸고,

그로 인해 ‘가능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을 높였을 가능성이다(Deloof,

Roggeman and Overfelt 2010). 둘 중 어느 쪽이 더 실제에 부합하는 설명인지

24) 표본기업 가운데 공칭자본금이 가장 작은 기업은 開壽土地興業로 공칭자본금은 15

만 원이며, 가장 큰 기업은 長津江水電와 朝鮮窒素肥料로 각각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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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상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2-2] 표본기업에 관한 기초통계량(기업 크기 통제)

표본 1: 126개 표본 기업-연도 

전체 가능 기업 불가 기업 p-value

자본금불입률 0.683 0.524 1.000 -

불입자본금 증가율 0.120 0.128 0.103 0.320

장기부채 증가율 0.084 0.057 0.138 0.194

배당금/당기순이익 0.518 0.502 0.550 0.314

배당금/불입자본금 0.073 0.076 0.068 0.109

표본 2: 259개 표본 기업-영업연도

전체 가능 기업 불가 기업 p-value

자본금불입률 0.696 0.547 1.000 -

불입자본금 증가율 0.077 0.090 0.051 0.071

장기부채 증가율 0.057 0.052 0.067 0.365

배당금/당기순이익 0.535 0.512 0.583 0.043

배당금/불입자본금 0.038 0.039 0.036 0.208

주 1: 불입자본금 및 장기부채 증가율은 각각의 변화량을 전기 순자산으로 나누어 구

한 수치임.

2: 자본금불입률은 (전기 불입자본금/전기 공칭자본금)의 방식으로 산출함.

3: (배당금/당기순이익)과 (배당금/불입자본금)은 당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수치임.

4: 불입자본금 증가율과 장기부채 증가율에 대한 p-value는 단측 검정에 대한 수치

이며, 배당금과 관련된 두 지표의 p-value는 양측 검정에 대한 수치임.

5: 배당금과 관련된 지표는 당기순이익이 양(+)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구한 것임.

6: 가능 기업과 불가 기업은 자본금의 추가불입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임.

자료:『朝鮮事業成績』1939ㆍ40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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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서 소개한 자본조달순서이론에 입각한 모형과『성적』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가능 기업’과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행태를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에 앞서 위에서 제시한 추계 방식을 이용하여 구한 자금부족분(  )과 순

부채발행액(∆   )의 산포도부터 살펴본다. [그림 2-3]은 표본 1과 표본 2에 대

해서 산포도를 그려 놓은 것인데, 이로부터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자금부족분과 순부채발행액의 산포도

             표본 1                                표본 2

자료:『朝鮮事業成績』1939ㆍ40년판.

먼저 두 표본 모두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에 부합하는 형태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따른다면, 자금부족분 대부분을 순부채발행

액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그림에서 원점을 지나는 45° 직선상에 많은 점들이 

분포해야 하는데, 두 표본 모두에서 그와 같은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당시 충분치 해결되지 못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

겠으며, 한편으로는 표본에 속한 기업들이 대체로 대기업이었던 만큼, 상대적

으로 간접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배경

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de Jong et al.(2010)의 주장과 같이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보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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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분이 발생한 기업이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보다 충실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축은 자금부족분을 나타내므로, 이 자금잉

여분이 있는 기업들을 나타내는데,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들에 비해 45° 직선 

부근에 더 많이 밀집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행태를 보이는 기

업들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즉 자금부족분(자금잉여분)이 발생할 때, 순부채발

행액이 증가(감소)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조달순서

이론의 예상대로 기업이 행동한다면, 점은 그림의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 상에 

존재해야 하는데, 일부는 그로부터 벗어나 있다. 자금부족분이 발생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순부채발행액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자금잉여분이 발생한 

기업 중 일부는 자금잉여분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순부채발행액을 감소시키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들 기업들은 자본금을 추가로 불입토록 하거나 증자를 

하여서 이를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표본기업들은 대체로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이론을 

적용한 분석은 높은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앞서 제시한 모형

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표 2-3]은 분석결과를 정리해 놓

은 것인데, (1)부터 (3)까지는 126개 기업의 1년 단위 결산 결과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것이며, (4)부터 (8)까지는 93개 기업의 연 2회 결산 내역 각각을 대상으

로 삼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은 총 3가지인데, (1)과 (4)는 Shyam-Sunder and Myers(1999)의 모형을,

(2)와 (5)는 de Jong et al.(2010)이 제시한 수정 모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3)과 (6)은 de Jong et al.(2010)의 모형에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했는가 여부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전액불입 더미’와 여기에 자금부족분 변수를 곱하여 만

든 변수 ‘전액불입 더미 × 자금부족분’을 추가하여 변형시킨 모형이다. 전액불

입 더미변수는 추가불입 ‘가능 기업’일 경우 0, 추가불입 ‘불가 기업’일 경우 1

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 기업’과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 (7)과 (8)에 대해

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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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자본조달순서모형의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순부채발행액(∆   )

표본 1 표본 2

(1) (2) (3) (4) (5) (6) (7) (8)

상수항( )
-0.062***

(0.022)

-0.049

(0.031)

-0.046

(0.034)

-0.050***

(0.013)

-0.037**

(0.017)

-0.036*

(0.019)

-0.047**

(0.023)

0.007***

(0.002)

자금잉여 더미( )
0.058

(0.046)

0.064

(0.046)

0.045

(0.029)

0.043

(0.028)

전액불입 더미( )
-0.013

(0.045)

-0.006

(0.025)

0.026

(0.040)

-0.005

(0.003)

자금부족분( )
0.726***

(0.035)

0.654***

(0.043)

0.604***

(0.049)

0.790***

(0.033)

0.720***

(0.041)

0.650***

(0.044)

0.676***

(0.054)

1.002***

(0.007)

자금잉여 더미 ×

자금부족분( )

0.351***

(0.083)

0.396***

(0.086)

0.439***

(0.093)

0.415***

(0.091)

전액불입 더미 ×

자금부족분( )

0.157**

(0.078)

0.263***

(0.069)

0.175*

(0.101)

0.007

(0.018)

표본수 126 126 126 259 259 259 180 77

Adj R2 0.778 0.805 0.809 0.686 0.710 0.725 0.586 0.997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3: 모형 (7)은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만을, 모형 (8)은 자금잉여분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朝鮮事業成績』1939ㆍ40년판.

먼저 (1)과 (4)의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자금부족분  의 계수도 0.7~0.8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오고,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당시 기업들은 자금부족분

(자금잉여분)이 생기면 그 중 상당 부분은 순부채를 증가(감소)시키고 있었음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de Jong et al.(2010)이 제시한 모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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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과 자금잉여분이 있는 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추

가한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산포도를 통해 확인했던 바와 같

이 자금잉여분이 있는 기업이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에 비해서 자본조달순서

이론에 더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de Jong et

al.(2010)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금잉여분이 있는 기업의 계수( )

가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의 계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de Jong et

al.(2010)의 모형에 전액불입 더미변수가 추가된 모형의 분석결과인 (3)과 (6)을 

보면, (전액불입 더미 × 자금부족분)의 계수 가 양수이며,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자금부족분이 존재하는 기업에서 자

본을 조달할 경우, ‘가능 기업’에 비해서 ‘불가 기업’이 더 많은 부분을 부채로 

조달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즉 

주금분할불입제도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2-3]의 모형 (2)와 (3) 및 (5)와 (6)에 관하여 해석 상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자본조달순서이론이 성립한다면, 자본조달순서계수는 최대 1을 초

과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금잉여분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자본조달순서계수를 구해 보면,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모형 (5)의 경우,  를 하면 1.159가 나온다. 왜 이와 같은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앞서 산포도에 대해서 논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자금잉여분이 존재하는 기업 중 일부에서는 - 자본조달순서이론의 예상과 

달리 - 신주를 발행하거나 추가불입을 받아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자금잉여분

에 비해 부채 감소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영향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가운데서도 가 양의 값을 가지

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모형 (7)과 (8)이다. 모형 (7)

은 자금부족분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8)은 자금잉

여분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되, 앞서 언급한, 자금잉여분에 비해 부채 

감소폭이 더 커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던 기업 2개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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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우선 모형 (8)부터 보면, 의 값이 1이며, 의 값

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이는 조선의 기업들

은 ‘가능 기업’, ‘불가 기업’을 불문하고, 자금잉여분이 생기면 대부분 부채를 

갚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모형 (7)의 

경우, 는 0.676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리고 는 0.175이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부족분이 존재하는 기업만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기업들은 대체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가능 기업’에 비해서 ‘불가 기업’이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 바꿔 말하면 부채에 더 의존하는 방식으로 -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실증분석결과, 미불입주금이 있는, 그래서 추가불입을 요구할 수 있

는 기업은 공칭자본금을 모두 불입하여, 신주발행을 통해서만 자기자본을 조

달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서 자본조달 시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가

설, 즉 기업이 자본금분할불입을 선호한 이유는, 이를 통해 신주발행 시 정보

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기자본의 조달을 보

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제6절 맺음말  

제2장에서는 식민지기 기업들이 주금분할불입제도를 선호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이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시 식은 조사과에서 발간한『朝鮮事

業成績』에 담긴 회사의 재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자본조달순서이론에 기반

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가능 기업’과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패턴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가설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기업들은 자본조달순서이론이 예상하는 바에 부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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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본을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

로 조달 비용이 낮은 부채를 자기자본보다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가불입 ‘가능 기업’과 ‘불가 기업’을 비교하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서 자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

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주발행

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그리고 이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

결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했기 때문에 신주발행을 통

한 자본조달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

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러한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표본이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운영에 

대한 戰時統制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시점의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식민지기 주금분할불입제도의 활용 양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는 자료적 제약에 기인한 

바가 큰데, 추후 보다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어 추가적인 분석

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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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銀行-企業 間 人的 連繫, 1921-1939

제1절 머리말

금융시스템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자금의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채 시장에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공급자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나타나 양

질의 수요자는 시장을 떠나고 질이 낮은 수요자만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금

융거래 규모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요자는 신호(signal)를 보내고, 공급자는 선별(screening)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bankin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으

로 널리 활용되어 온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이다.1) 관계형 대출이란 자금의 공

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급자

가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은행(공급자)의 重役이 기

업(수요자)의 중역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겸임하고 있는 중역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誤用됨으로 인해 은행 또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은행이 기업의 私金庫로 전락하여, 수익성에 대한 충

1)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과거에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

며, 오늘날도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금융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관찰된다. 일례로, 2002년 미국 S&P 지수 산정에 포함된 500개 기업 중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은행가(commercial banker)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27%에 

달하였다(Sisli-Ciamar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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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은행 경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기업 입

장에서도 안정적인 자금원을 이용하여 무리한 혹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감행함

으로써 수익성 악화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는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과 함께 은행 및 기업 경

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사회가 어떠한 

금융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

단된다(Cull et al. 2007; Maurer et al. 2007).

식민지기 조선의 은행과 기업 간에도 인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이

미 여러 연구를 통해 언급되어 온 바 있다(김성보 1992; 배영목 2002; 박현 

2004; 이영훈 외 2004; 허수열 2005; 주익종 2008; 김호범 외 2009). 그러나 대

부분 개별 은행 또는 기업에 관한 분석 과정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러하다보니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은행 경영의 위험성이 

가중되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호범 외 2009), 확실한 대출 대

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은행 경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는 주장

도 있다(박현 2004; 주익종 2008). 또한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함으로

써, 대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김성보 

1992). 이러한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2)는 인적 연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논점을 던져주고 있긴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일반

화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도 남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것이 식민지기 기업금융 및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기 많은 기업들이 출현했고, 성장해 갔

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본을 조달했는지, 또 정보비

대칭 문제가 존재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본 연구는 식민지기 기업금융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인『朝

2)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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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銀行會社組合要錄』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에 대해서 소

개한다. 이어 4절에서는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5

절에서는 인적 연계가 기업의 자본구조 및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6절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

약ㆍ정리한다.

제2절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1. 외국 사례에 관한 연구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것이 은행 경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을 강조

하는 ‘정보가설(information view)’과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약탈가설(looting

view)’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정보가설은 이를 통해 은행은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제사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Lamoreaux(1994)

를 들 수 있다. 그녀는 19세기 전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공업화 과정에서 

內部者 貸出(insider lending)이 수행한 기능에 대해 검토한 뒤, 초기 금융시장

에서 은행의 내부자 대출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

용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약탈가설은 겸임한 중역을 매개로 해서 연계 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은행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주어졌다는 주장으로, 경제

사와 관련된 연구로는 Okazaki et. al.(2005), 박경로(2012) 등이 있다. 戰前 일

본의 사례에 대해 분석한 Okazaki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당시 만연했던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를 통해 불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져, 은행 - 특히 소형

은행 - 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음을 보였으며, 미국 대공황기에 

관한 박경로(2012)의 연구는 Lamoreaux(1994)의 주장과 달리 20세기에 들어와

서도 미국에서 내부자 대출이 지속되었고, 그것이 당시 은행들의 파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내부자 대출의 결과가 지역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기업지배구조를 비

롯한 제도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거나, 내부자에 대한 감시(monitoring)가 적

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자 대출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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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Maurer et al. 2007)

둘째,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경제사 분야의 연구부터 살펴보면, DeLong(1991)은 미

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특히 J. P. Morgan

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가치(firm value)를 상승시켰음을 보여주었으며, Ramirez

(1995)의 연구 역시 J. P. Morgan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은 유동성 제약을 덜 

받았음을 주장했다. Simon(1998)은 역으로 J. P. Morgan의 이사가 기업을 떠날 

경우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것이 기업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최근에는 20세기 초 벨기에의 겸업은행(universal bank)과 기업 간 인적 연

계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Deloof et al.(2008)의 실증분석결과는 은

행과의 연계가 더 많은 부채를 얻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Overfelt et al.(2009)에서는 은행과의 인적 연

계 여부는 MB 비율ㆍROA와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연계 기업이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겸업은행은 투자

자로서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판매하는 주식의 질에 대

한 증명자(certifier)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시할 유인을 더 갖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Deloof, Roggeman and Overfelt(2010)에서는 은행과의 인적 연계가 기

업의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은행가가 이사로 있는 

기업 중에서도 좋은 투자기회가 있는 기업만이 더 높은 배당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해 저자들은 은행 측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배당률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

편 1차 대전 이전 독일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Becht et al.(2003)은 겸업은행

과 연계된 기업은 투자지출이 내부금융에 대해 덜 민감함을 확인한 뒤, 겸업

은행이 연계된 기업의 流動化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시작되던 시점의 벨기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Deloof and Vermoesen(2010)은 대공황이 시작되던 

시점에서의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무려 87%의 기업이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이전인 1928년에는 인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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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정작 인적 연계의 혜택이 필요했

을 1929-31년 사이에는 인적 연계가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최근의 자료

를 이용한 분석도 활발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달리, 대

부분 인적으로 연계된 은행을 다시 연계 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에 따라 구분 

- lending bank vs non-lending bank - 하여 분석하고 있다. Booth et al.(1999)

의 연구는 대출하지 않은 은행과 연계된 기업에서만 인적 연계와 부채비율 사

이에서 양의 관계가 확인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는 은행가가 부채 시장에서 

조언자(expertise) 역할을 한다는 가설은 지지하는 반면, 은행가가 대부 관계에 

대한 감시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가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1992년 미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Kroszner et al(2001)은 은행-기

업 간 인적 연계 여부는 이사회 참여 시 발생하는 감시에 따른 이익과 대출한 

은행의 일원이자 기업의 주주이기 때문에 겸임이사가 겪게 되는 이해갈등에 

따른 비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기업이 크고, 안정된, 또한 유형

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3) 인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인적 연계 여부는 레버리지(leverage)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

였으며, 은행은 인적 연계를 통해 얻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대출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yrd et al.(2005)은 Booth et al.(1999)와 달리, 대출 은행과의 인적 연계는 

기업의 부채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출 은행과 연계된 

이사는 기업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대출하지 않은 은행

과 연계된 이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금융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조언자 역

할을, 괜찮을 경우에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Sisli-

Ciamarra(2012)는 선행연구에서 대출 은행과 연계된 이사가 존재할 경우, 부채

비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대출 

은행과의 인적 연계가 기업의 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4)

3) 이러한 경우에는 이해갈등에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4)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면, 추정치에 대해 의문이 든다. 논문에 제시된 기초통계량을 

보면, 평균 부채비율은 연계 기업이 27%, 비연계 기업이 24%로, 연계 기업과 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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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

과를 정리하면, 첫째, 경제사적 연구에서는 겸업은행이나 투자은행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공황기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인적 연계가 기업의 가치, 수익성, 배당률, 유동성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저자들은 주로 겸업은행(및 투자은행)이 갖는 투

자은행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최

근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인적 연계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하되, 은행가들이 

기업에서 기업금융에 관한 조언자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대출과 관련하여 감

시자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치되는 분석결

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국내 사례에 관한 연구 

한편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기로 논의 대상을 좁혀 보면, 조선의 은행과 기업 간에 인적 연계가 이

루어지고 있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지만, 개별적

으로 확인되는 현상을 소개하고 그에 관해 추론적인 언급만 하는 데에 그쳤을 

뿐, 그것이 갖는 구체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5)

그런데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본 연구가 식민지기 실태와는 무관한 논의가 

아님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먼저 박현(2004)은 1920년대 韓一銀行 중역회 결의록에 대한 분석을 통

해서, “한일은행의 고액 대출은 소수에 편중되었던 셈인데, 이러한 사정은 은

계 기업 사이에 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treatment effect 모

형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모형의 결과를 보면,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

업 사이의 부채비율의 차이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기업의 평

균 부채비율이 25%이며, 기초통계량에서 연계-비연계 기업 사이의 차이가 3%로 나

타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식민지기 기업 간 인적 연계에 관한 연구로는 최수연(2010)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성 지역 제조공업회사의 인적 연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저자는 중

소기업들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하였다. 외부로

부터의 자원 공급이 절실해지는 위기 시점에 겸임이사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

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이 타당함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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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역들과 그들이 경영한 기업에 의해서 심화되었다. 전무 金漢奎의 廣藏

(株), 감사 金䄵洙와 그의 기업인 京城紡織(株), 中央商工(株)에 의한 대출이 그

러한 예”였으며, “은행은 기업가의 자금운영, 자본축적에 중요한 축이었다. …

그리고 이들 중 이러한 기반을 보다 잘 활용했던 자들은 경영권에 접근해 있

던 중역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김호범 외(2009)은 인적 연계에 기반하여 부적절하거나 위험성이 큰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은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

고 있다. 즉 “은행 설립에 대주주 혹은 경영진으로 참여하여 은행 자금을 자기

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인 기업가도 예외는 아니었

다. … 부산의 3대 富豪였던 迫間房太郞, 大池忠助, 香椎源太郞이 설립한 釜山

水産株式會社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잘못되어 釜山商業銀行이 朝鮮商業銀

行에 買收合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평하고 있다.6)

한편 김성보(1992)는 湖西銀行과 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忠南製絲

및 忠南商業에 대한 분석에서, 충남제사의 경영진 17명 중 13명이 호서은행의 

주주였으며, 이들이 “다액의 원료 구입자금을 요하는 機械制 製絲業에 투자를 

하였던 것은 바로 호남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만 하면 자금 확보에 문제

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이 대자본이 요구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은행과의 연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은행이 연계 기업의 私金庫化되어, 충분한 검토 없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금을 공급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당시 기업을 경영하던 대자본가들이 아예 은행 경영권을 장악

하여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긍

정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식민지기 대표적인 기업이었

던 경성방직에 대한 연구에서 주익종(2008)은 “社主 김연수가 海東銀行을 갖고 

있었으므로, 단기 운영자금은 해동은행에서 차입”했으며, 1927년 경영난에 빠

진 상태에서 김연수에게 인수되었던 해동은행은 “김씨가를 배경으로 한 여러 

기관들, 中央高普, 東亞日報社, 京城紡織, 普成專門 등 각 기관의 예금을 흡수

6) 1935년 발간된『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따르면, 합병되기 직전 迫間房太郞, 香椎

源太郞은 부산상업은행의 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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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상공업기관들에 대한 대출도 장악하게 됨에 비로소 

이 은행은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동은행은 경성방직 한 

곳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 김연수라는 인물을 통한 

- 인적 연계에 기반한 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박현(2004)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

태를 해석하고 있다. “두 회사(朝鮮製絲와 朝鮮絹織 - 필자주)의 인수와 설립에

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제사업에는 특유의 자금문제가 따랐다.

… 이런 자금조달 문제를 閔氏家(閔泳徽 一家 - 필자주)는 한일은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한일은행에게도 유리할 일이었다. 자금수요가 상대적

으로 적은 여름철에 고치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이 증가해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은행은 조선제사와 조선견직에 대해서 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 제시한 식민지기 조선 내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 사례들은 이 관계가 

무분별하거나 위험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과 더불어,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은행 입장에

서 보면, 기업과의 인적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출 대상을 확보할 수도 있

는 반면, 은행 경영의 위험이 가중되고, 특정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성

도 안고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 연계가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여,

자금운영 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금원을 

믿고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심각한 타격을 안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이 중 어느 방향으

로 작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다.7)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는 최상위 엘리트 그룹의 네트워크 형

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지역은행이 지역 대기업과 밀착하는 과정에서 혹은 은

행이 기업집단에 편입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적 연계의 일부는 관계형 대출과는 무관한 의도에서 형성되

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일단 인적 연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한 관계형 대출의 유인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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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하『요록』)이다. 이 

자료는 東亞經濟時報社에서 1921년부터 1942년까지 2년 간격으로9) 발간한 자

료로, 당시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와 지점만을 둔 회사를 망라하여, 기업 동향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회사별로 회사명ㆍ본점 

주소ㆍ설립연월일ㆍ공칭자본금ㆍ불입자본금ㆍ적립금ㆍ존립기ㆍ결산기ㆍ배당률

ㆍ영업목적ㆍ지점소재지ㆍ대차대조표ㆍ중역 명단ㆍ연혁ㆍ주주수 및 대주주 명

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비고에는 증자 및 감자, 상호 변경, 합병 및 매수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3-1] 1929년『요록』의 경성방직에 관한 정보

일례로 [그림 3-1]은 1929년『요록』에 수록된 경성방직에 관한 기재 사항을 

8) 이 자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박이택(2010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

이스(http://db.history.go.kr)의 解題에 제시되어 있다.

9) 1939년과 1940년에는 연속해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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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여러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다. '京城府 南大

門通 1丁目 116'이 본점 주소이며, 1919년(大正 8년) 10월 5일 설립되었고, 자

본금은 100만 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가

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중역 명단이다. 명단을 보면, 取締役社長 朴泳孝, 常

務取締役 李康賢, 取締役 金䄵洙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서 이처럼 취체역과 감사역, 지배인 등 중역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본장에서

는 이와 같이 제시된 중역, 그 중에서도 취체역(이사)과 감사역(감사)의 명단을 

이용하여 은행과 기업 간의 인적 연계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다.10)

『요록』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기업의 크기, 회사형태 등에 따라 상이

하다. 우선 인적회사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합명ㆍ합자회사의 경우, 회사명

ㆍ본점 주소ㆍ설립연월일ㆍ자본금ㆍ존립기ㆍ영업목적ㆍ사원 명단과 같은 기본

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925년판부터는 자본금 규모가 1만 

원 이하11)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명ㆍ자본금ㆍ영업목적ㆍ설립연월일ㆍ본점주

소ㆍ대표자명 등의 정보만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貸借對照表의 경우,『요록』의 서두에 제시된 ‘例言’에는 “주식회사로서 

공칭자본금 1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大株主 명단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수록 대상의 범위도 제각

각이어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12)

이처럼 기업에 따라 제시된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요록』의 데

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외

의 기업에 관한 경제사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등과 

비교해 보면, 본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표본 구성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식민지기 기

업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형태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료는 

10) 이 자료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상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

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인적 연계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11) 1942년의 경우, 2만 원 이하의 회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2) 이에 비한다면 중역 명단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입각하여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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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에서 본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당시 기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4절에서 살

펴볼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에 관한 통계적 개관과 관련해서는 1921

년부터 1937년까지 4년 간격으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은행의 이사ㆍ감사 가운데 은행을 제외한 기업13)의 이사ㆍ감사를 맡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이들 및 이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이루어질 은행과의 인적 연계가 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25ㆍ29ㆍ33년의『요록』에 

대차대조표가 수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

다. 대차대조표가 있는 기업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것은 분석 과정에서 자

산 대비 부채의 비율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에 관한 정보는 별도

의 수치로 제공되지 않아, 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

서 언급했듯이,『요록』에는 공칭자본금이 10만 원 이상인 기업의 대차대조표

가 수록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수록되지

는 않았고, 1925년 188개 기업, 1929년 140개 기업, 1933년 164개 기업에 대해

서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제4절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3-1]은 식민지기 은

행의 중역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은행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총독부의 정책과 깊은 관

련이 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은행 설립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10년대였

다. 1906년의「銀行條例」와 1912년의「銀行令」제정으로 日帝의 보통은행 관

13) 여기에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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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이후 1910년대를 거치면서 은행의 설립이 꾸준히 이

루어졌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특수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銀行

令」제정으로 종래 은행업을 兼營해 온 은행 유사 금융회사들이 은행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 전환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10년까지 설

립된 은행은 4개에 불과했으나, 이후 1920년까지 18개의 은행이 추가로 설립되

었다.14) 같은 시기 설립을 시도했으나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설립이 좌절

된 경우도 10여 건에 달했다.

[표 3-1] 식민지기 은행의 중역

1921 1925 1929 1933 1937

은행수 21 17 14 12 7

중역수 186 154 119 83 48

은행당

이사수 6.2 6.4 6 4.8 4.7

감사수 2.9 2.8 2.6 2.3 2.3

중역수 9.1 9.2 8.6 7.1 7.0

조선인

비율

이사 0.61 0.71 0.73 0.70 0.72

감사 0.54 0.60 0.54 0.63 0.75

주: 전체 은행의 중역수 산출 시에는 두 군데 이상의 은행에 중역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은 1명으로 반영함.

자료:『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各年.

그런데 이처럼 활발히 이루어지던 은행 설립은 1921년 이후에는 전혀 확인

되지 않는다. 1920년 反動恐慌 이후 보통은행의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총

독부가 보통은행에 대한 정책을 설립 위주에서 합병 위주로 전환하였기 때문

이다(최상오 2006).15) 그리하여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후 20여 년에 

14) 실제로는 20개의 은행이 신설되었으나, 1910년대 후반 신설된 원산상업은행과 조선

실업은행은 1910년대 전반 신설된 칠성은행과 경성은행을 토대로 설립된 것이어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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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은행 간 합병 및 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43년 말에 이르면 조선

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는 조선상업은행과 조흥은행 단 두 곳만이 남게 된다.16)

[그림 3-2] 식민지기 은행 합병도

주 1: 합병과는 무관했던 밀양은행은 제외되어 있음.

2: 1923년 만주은행에 합병된 신의주은행도 제외되어 있음.

출처: 堀和生(1983: 47)

이처럼 은행수가 감소함에 따라 1921년에는 186명에 이르렀던 은행 중역수

도 1937년에는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역수의 감소에는 은행

당 중역수의 감소도 한 몫하고 있는데, 1921년에는 이사와 감사를 합하여 평균 

9명을 상회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7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이 표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역 가운데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사와 감사 모

두 조선인의 비율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총

15) 일례로, 1928년 개정된 은행령은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포함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합병을 통한 존속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16) 식민지기 보통은행의 합병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堀和生(1983), 윤석범 외(1996),

배영목(200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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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의 은행 합병정책이 “소자본은행일 수밖에 없는 지방의 한국인 소자본은

행과 서울의 일본인 대자본 은행과의 합병을 요구하는 것”(배영목 2002)이었

고, 그로 인해 보통은행은 ”전체적으로 일본인 은행으로 변모되고 있었다.”(이

영훈 외 2004)는 기존 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소유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이사 및 감사의 비율로 보건대, 적어도 경영 측면에서는 

1930년대 후반까지는 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선인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

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

1921 1925 1929 1933 1937

연계기업수 135 104 103 72 72

은행당 연계 기업수 9.6 9.5 10.6 7.9 12.6

은행 중역의 

기업 내 직책

이사 187 144 135 77 74

감사 54 46 36 27 21

은행 중역 1인당 

기업 내 직책

일본인 2.07 1.84 2.44 1.81 2.77

조선인 0.76 0.94 0.96 0.98 1.69

은행 이사 1.66 1.58 1.69 1.34 2.22

은행 감사 1.27 1.00 1.49 1.56 1.69

주: 연계 기업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은행과 연계된 경우에도 하나로 처리.

자료:『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各年.

[표 3-2]는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의 수는 1921년 135개에서 이후 감소하여 1933년

과 1937년에는 72개에 머물고 있다. 이는 [표 3-1]에서 본 것과 같이 합병ㆍ매

수를 통해 은행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은행

당 연계 기업수는 1929년까지는 10개 정도였다가 1933년 7.9개로 감소한 뒤,

다시 1937년에는 12.6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 연계 기업수

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銀行令 개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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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말 개정된 銀行令 15條는 “은행의 常務에 종사하는 취체역 또는 지배

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은행 경영진17)이 다른 기업의 경영진

을 맡는 것을 총독부 인가사항으로 변경시켰는데, 이 조항의 실질적인 효력은 

1930년 1월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8)

이 조항의 영향은 1929년과 1933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

는데, [표 3-1]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 중역의 수도 줄어들었으나, 은행당 연계

기업수와 은행 중역이 기업의 이사를 맡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다. 또한 은행 중역 중 이사 1인당 맡는 기업의 직책수도 1.69개에서 1.34개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1933년과 1937년 사이를 보면, 이러한 추세는 다시 역

전되고 있다. 즉 은행이 감소하면서 중역수는 40% 이상 감소하였으나, 기업에

서 맡은 중역의 수는 약간 감소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은행 이사 1인당 맡

는 기업의 중역 직책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중반 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자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수 및 은행 중역수는 

감소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의 은행-

기업 경영진 겸임에 대한 인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고 생각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은행 중역이지만, 기업은 일본인 중역을 조선

인 중역에 비해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 기간에 걸쳐 은행 중역 1인당 

맡는 기업의 중역 직책수가 일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연계 기업 가운데에는 일본

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많았던 반면, 일본인 중역은 적었다는 점이며, 또 하나

는 비록 은행 중역 가운데 조선인의 비율이 높긴 했지만, 은행의 의사결정 과

정에서의 실질적인 힘은 아무래도 일본인 중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과 연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7) 여기에는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18) 이는 銀行令 附則에 “이 령(令) 시행 당시 은행의 상무에 종사하는 취체역 또는 지

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령 시행 후 1년

에 한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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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실증 분석 

1. 기초통계량

이제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

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앞서 3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925ㆍ29ㆍ33년의

『요록』에 대차대조표가 수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19) 1925년 

188개 기업-연도, 1929년 140개 기업-연도, 1933년 164개, 총 492개의 기업-연도

에 대해서 표본이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은행과 연계된 기업(이하 연계 기업)은 

107개로 21.75%를 차지하고 있고, 연계되지 않은 기업(이하 비연계 기업)은 

385개(78.25%)이다. [표 3-3]은 기업에 관한 여러 변수에 대해서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3-3] 기초통계량 비교

평균(mean) 중간값(median)

전체 연계 비연계 P-value 전체 연계 비연계 P-value

기업수 492
107

(21.75%)

385

(78.25%)
- 492

107

(21.75%)

385

(78.25%)
-

자산(천원) 1,688 2,217 1,541 0.399 258 515 224 0.000

공칭자본금(천원) 1,500 2,525 1,215 0.025 300 600 300 0.000

불입자본금(천원) 772 1,053 693 0.310 150 300 144 0.001

자본불입률(%) 50.8 47.0 51.8 0.108 43.4 42.8 44.0 0.827

부채/자산(%) 31.9 31.6 32.0 0.875 27.4 27.3 27.6 0.864

ROA(%) 5.0 5.6 4.8 0.187 4.7 5.4 4.4 0.189

배당률(%) 5.3 6.4 4.9 0.002 5.0 8.0 5.0 0.006

연령 8.5 9.2 8.3 0.139 7.0 7.0 7.0 0.924

중역수 7.6 8.4 7.3 0.000 7.0 8.0 7.0 0.000

자료:『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각 연도판.

19) 여기서는 앞서의 분석과는 달리 비금융 부문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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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산 및 자본금을 통해 기업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자산ㆍ공칭자본금

ㆍ불입자본금 모두 연계 기업이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평균과 중간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평균의 경우에는 공칭자본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산이나 자본금의 

경우, 값이 유난히 큰 일부 특이치(outliers)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간값이 더 비교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연계 기업이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과 중간값 모두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의 사

이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수익률 측

면에서는 연계 기업이 평균과 중간값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 배당률은 평균과 중간값 모두 

연계 기업이 높은 가운데,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밖에 기업의 연령 역시 연계 기업이 평균적으로는 더 많으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며, 중역의 수도 연계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계 기업은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과 배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부채비율ㆍ수익률ㆍ배당률에 초점을 맞추어

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와 경영성과 

실증분석에 앞서, 내생성(endogeneity)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기업 지

배구조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과정에서는 내생성 문

제가 제기되곤 한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역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에 영향

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통제되지 않은 가운데 최소자승법(OLS)으로 분

석할 경우, 추정 결과가 편의(bias)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내생성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내생성을 통

제하기 위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분석을 실시한다.

내생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는 기업의 은행과의 인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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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4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등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4년 사이 은행과의 인

적 연계 여부가 바뀐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25년과 

1929년 연속해서 등장하는 기업 92개 중 83개, 1929년과 1933년 연속해서 등장

하는 기업 88개 중 79개 기업의 인적 연계 여부는 바뀌지 않았다. 4년 간격으

로 확인되는 기업 중 90%는 두 시점 모두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것이다. 1925년부터 1933년까지 세 번 모두 등장하는 59개 

기업을 기준으로 보아도, 86.4%에 해당하는 51개 기업의 인적 연계 여부가 변

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은행과의 인적 연계 여부가 최근의 경영성과

에 의해서 변동되기 보다는 그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분석결과에 심각한 편의

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0)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적 연계 여부가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표 3-4]는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놓고, 은

행과의 인적 연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비롯하여,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가운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통제변수에 대해서 보면, 모든 모형에서 부채비율은 

자산규모(ln(Asset))와는 양(+)의 관계를, 수익률(ROA)과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

고 있으며, 연령(Age)의 경우, 음의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들과 합치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인적 연계 더미변수의 계수는 모형 (2)에서 

음의 값을 지니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의 부채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앞서 본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대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모형 (3)은 

인적 연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함께 은행령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위해 모형 (2)에 인적 연계 더미변수와 은행령 더미를 곱한 변수를 

20) Overfelt et al.(2009)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내생성 문제를 고려

하지 않은 가운데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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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것이다. 이 변수의 계수를 보면, 음의 값을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은행령 개정으로 인적 연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긴 했

지만, 그것이 인적 연계 기업의 부채비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4] 부채비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부채비율

(1) (2) (3)

OLS OLS OLS

상수항
-0.0083

(-0.17)

-0.0106

(-0.22)

-0.0160

(-0.33)

ln(자산, 천원)
0.0638***

(9.44)

0.0649***

(9.41)

0.0649***

(9.42)

연령
-0.0026

(-1.47)

-0.0026

(-1.44)

-0.0025

(-1.41)

ROA
-1.4048***

(-8.48)

-1.3939***

(-8.38)

-1.3899***

(-8.35)

인적연계 더미
-0.0184

(-0.81)

-0.0063

(-0.24)

인적연계 더미 × 은행령 더미 
-0.0466

(-0.92)

산업 더미 yes yes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표본수 492 492 492

Ajd R-squared 0.332 0.332 0.331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종속변수인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로 구함.

3: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어 구한 것임.

4: 인적연계 더미는 은행과 연계된 기업에 1, 그렇지 않은 기업에 0을 부여함.

5: 은행령 더미는 은행령 개정의 영향이 미친 시점인 1933년 자료에 대해서 1, 그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0을 부여함.

6: 괄호 안의 값은 t-valu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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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수익률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ROA ROE ROA ROE ROA ROE

(1) (2) (3) (4) (5) (6)

OLS OLS OLS OLS OLS OLS

상수항
0.0797***

(6.73)

0.1015***

(4.36)

0.0804***

(6.79)

0.1035***

(4.45)

0.0807***

(6.76)

0.1049***

(4.48)

ln(자산, 천원)
-0.0022

(-1.19)

-0.0047

(-1.26)

-0.0027

(-1.43)

-0.0060

(-1.60)

-0.0027

(-1.43)

-0.0061

(-1.61)

연령
0.0006

(1.25)

0.0017*

(1.84)

0.0005

(1.19)

0.0016*

(1.77)

0.0005

(1.19)

0.0016*

(1.75)

부채비율
-0.0923***

(-8.48)

-0.0604***

(-2.82)

-0.0914***

(-8.38)

-0.0578***

(-2.70)

-0.0913***

(-8.35)

-0.0572***

(-2.67)

인적연계 더미
0.0081

(1.39)

0.0221*

(1.92)

0.0074

(1.10)

0.0187

(1.41)

인적연계 더미 

× 은행령 더미 

0.0027

(0.21)

0.0131

(0.51)

산업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492 492 492 492 492 492

Ajd R-squared 0.175 0.036 0.173 0.041 0.175 0.040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4]의 주석 참조.

3: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한 것임.

4: 괄호 안의 값은 t-value임.

이번에는 인적 연계 여부가 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살

펴본다. [표 3-5]는 종속변수를 ROA 또는 ROE로 놓고 분석한 결과인데, 통제

변수 중 부채비율은 ROA와 ROE 모두에 대해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21) 연령의 경우에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나 종속변수가 ROE인 

21) [표 3-4]에서는 부채비율이 종속변수이고, ROA는 통제변수이다. 반면에 [표 3-5]에

서는 ROA가 종속변수 부채비율이 통제변수이다. 그리고 [표 3-4]에서 ROA의 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표 3-5]에서 부채비율의 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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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모형 (3)과 (4)의 인적 연계 더미변수

의 계수를 보면, 모두 양의 값을 갖고 있는데, 모형 (4)에서만 10%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인적 연계 여부가 기업의 수익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 (5)와 (6)은 

앞서 [표 3-4]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령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

기 위해 모형 (3)과 (4)에 인적 연계 더미변수와 은행령 더미를 곱한 변수를 

추가한 것인데, 두 모형 모두에서 계수는 양의 값을 갖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인적 연계 여부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여기서는 앞의 분석과 달리, 배당가능기업22)만을 대상으

로 삼고 있으며, 주로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배당률은 0보다 작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좌측 중도절단(left-censoring)의 분포 형태를 보이기 때문

이다.23) [표 3-6]에서 배당률이 종속변수인 모형 (1)-(3)을 보면, 통제변수인 자

산규모와 수익률(ROA), 연령은 모두 배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 중 자산규모와 수익률은 1%, 연령은 5% 또는 10%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부채비율의 계수는 예상과 달리 양의 값으

로 나오고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다. 따라서 두 모형을 결합해서 본다면,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내생성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관심을 두고 있는 독립변수

인 인적 연계 더미(interlock dummy)의 계수 추정치는 일치추정량이 아니다

(Frölich 2008). 따라서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현재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이다. 둘째,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ROA와 부채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가 심

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자본구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채비율이 종속변수

로, ROA가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ROA가 종속변수로, 부채비율이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많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분석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내생성 문제가 더 뚜렷하게 드

러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해석에 다소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에서 분

석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2) 배당가능기업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4장을 참조할 것.

23) 이처럼 종속변수가 중도절단된 경우,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편의(bias)가 발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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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배당률 배당률 배당률
배당지급 

여부

배당지급 

여부
배당성향 배당성향

(1) (2) (3) (4) (5) (6) (7)

Tobit Tobit Tobit Probit Probit Tobit Tobit

상수항
-0.0198

(-1.62)

-0.0183**

(-1.51)

-0.0187

(-1.53)

-1.2744**

(-2.42)

-1.3361**

(-2.51)

0.2881*

(1.89)

0.2743*

(1.79)

ln(자산, 천원)
0.0063***

(3.61)

0.0056***

(3.15)

0.0056***

(3.15)

0.2226***

(3.00)

0.2228***

(3.00)

0.1016***

(4.44)

0.1019***

(4.46)

연령
0.0008**

(2.04)

0.0008*

(1.91)

0.0008*

(1.92)

0.0098

(0.55)

0.0105

(0.58)

0.0002

(0.04)

0.0003

(0.05)

부채비율
0.0082

(0.68)

0.0091

(0.76)

0.0091

(0.75)

-0.9071**

(-1.99)

-0.8913*

(-1.95)

-0.7030***

(-4.65)

-0.7060***

(-4.67)

ROA
0.5826***

(10.54)

0.5782***

(10.53)

0.5783***

(10.54)

16.6052***

(5.97)

16.7555***

(6.01)

-1.0033

(-1.45)

-0.9974

(-1.45)

인적연계 더미
0.0116**

(2.22)

0.0124**

(2.04)

0.4299*

(1.87)

0.5500**

(2.05)

0.0544

(0.82)

0.0856

(1.11)

인적연계 더미 

× 은행령 더미 

-0.0030

(-0.27)

-0.4724

(-0.94)

-0.1156

(-0.81)

산업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65/308 65/308 65/308 373 373 65/301 65/301

LR chi-squared 124.92*** 129.80*** 129.87*** 73.08*** 73.94*** 41.51*** 42.16***

주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4]의 주석 참조.

3: 배당불가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기 영업연도에 수

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금의 합이 0 이하인 기업.

4: 각 모형의 표본수에서 앞의 숫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수를, 뒤의 숫자는 

배당을 실시한 기업수를 나타냄.

5: 모형 (6), (7)에서는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500%를 초과하는 기업 7개를 

이상치(outliers)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

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도 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6: 괄호 안의 값은 t-value 또는 z-valu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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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에서 인적 연계 더미변수의 계수를 보면,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연계 기업의 배당률이 비연계 기업의 배당률에 비

해서 더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배당률 상승은 수익률 상승 또는 배당성향의 

상승에 기인한다.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는 앞서 [표 3-5]에서 확인한 바 있고,

추가로 배당성향도 연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에 앞서 먼저 모형 (4)를 보면, 배당이 이루어졌는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인적 연계 

더미변수의 계수를 보면, 0보다 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계 기업이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배당을 실시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다.

모형 (6)은 배당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 인적 연계 더

미변수의 계수만 보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다.24) 따라서 연계기업의 배당률이 더 높았던 것은 배당성향이 더 높았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모형 (3)과 (5), (7)에 추가되어 있는, 인적 연계 더미변수와 은행령 더

미를 곱한 변수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앞서 부채비율, 수

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표 3-4], [표 3-5])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적 연계 여

부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은 은행령 개정 전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3. 실증분석결과의 含意

지금까지 식민지기 은행과의 인적 연계 여부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수익률,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실

시한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계 기업과 비

연계 기업 사이에서 부채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률의 

24) 한편 모형 (6)의 분석결과에서, ROA의 계수는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0보다 작

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배당성향

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4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수익률

이 높아질 경우 수익 대비 배당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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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ROA와 ROE 모두 연계 기업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ROE에 

대해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배당률도 연계 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당성향은 연계 기업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인적 연계가 갖는 의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세 분석결과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적어도 부정적인 효과는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절에서 본 사례들과 같이 일부 기업가들이 은행 경영권을 장악

하여, 이를 私金庫化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이지만, 위 분석결

과로 볼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거나, 은행 경영권 장악

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대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

계 기업은 부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연계 기업에 

비해 연계 기업이 수익률, 배당률 측면에서 더 나았다는 것은 연계에 기반한 

대출이 수익률이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의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만 다루었고, 대출의 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둘째, 그렇다면 왜 연계 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보통은행의 경영 환경과 관련하

여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

를 낳은 이유와 관련해서 Maurer et al.(2007)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멕시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자에 대한 감시(monitoring)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적 연계에 기반한 대출이 금융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조선에서도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보통은행들은 朝鮮銀行으로부터 借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총

독부와 조선은행은 이를 매개로 은행 합병, 중역 선임 등의 과정에 개입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윤석범 외 1996; 이영훈 외 2004).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에 본점을 둔 은행은 많지 않았던 만큼,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의 

개별 은행에 대한 개입과 감시에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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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 중역들은 연계 기업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을 것이며,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감

시를 보다 강화할 유인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은행 중역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요록』을 통해 은행의 10대 주주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25) 이를 

이용하여 중역 명단과 비교해 본 결과, 10대 주주의 38%가 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은행 주식의 26.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을 기준으로 삼는

다면 10대 주주이면서 중역인 자들이 그 중 45.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중역들의 이해관계가 은행 성과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

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역 상호 간의 감시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컨대, 이처럼 은행 내ㆍ외부로부터 은행 경영에 관해 감시할 유인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은행 중역들은 자신이 연계된 기업에 대한 불건전한 대출을 자행하

기 어려웠으며, 대출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연계 기업의 행태에 관하여 보다 

감시를 강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은행과의 인적 

연계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식민지기 보통은행이 정체한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시

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식민지기 보통은행이 정체한 이유는 조선은행, 조선

식산은행을 비롯한 식민지 특수금융기관들이 보통은행 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총독부가 허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26)에 대해 “연구자 사이에 일종의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최상오 2006). 즉 대체로 보통은행이 정체한 원인을 총독

부 정책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2절에서 언급한 사례들 가운데에는 인적 연계에 기반한 무분별

한 대출이 은행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들어있었다.

이는 보통은행 정체 원인이 은행 내부에도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삼는다면 보통은행의 정체에 대한 기존 평가와는 배치되는 주장, 즉 

보통은행의 정체는 인적 연계에 근거한 무분별한 대출과 같은 내부적 요인 때

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

25) 大同ㆍ東萊ㆍ北鮮商業銀行 등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10명 미만의 대주주만 확인 

가능하였다.

26) 대표적으로 정병욱(200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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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례가 당시 인적 연계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님을 보

여주었으며, 따라서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외부적 요인을 중시하는 기존 견

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오카자키(Okazaki)의 일련의 연구는 일본에서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

가 은행의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문제는 1927년 昭和

恐慌과 이듬해 은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합병되면서 해소되어 

갔음을 보여주었다(Okazaki et al. 2005, Okazaki et al. 2007). 따라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은행령 개정을 전후로 인적 연계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본장에서도 은행령 개정 이전

(1925ㆍ1929년)과 이후(1933년)을 구분하는 상호작용 변수(인적연계 더미×은행

령 더미)를 포함한 형태의 분석을 실시하여, 은행령 개정 이후의 변화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변수의 계수는 모든 분석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과 달리 은행령 개정 이후 은행-

기업 간 인적 연계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같은 시기에 대한 분석임에도 이처럼 일본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은행령 

개정 이전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의 경우, 은행수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수월했던 반면, 일본에

서는 1,000여 개의 은행이 亂立하고 있었던 만큼, 관리당국의 감독이 이루어지

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은행-기업 간 인적연계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유인

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은행의 파산 및 은

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가 컸던 반면, 조선에서는 은행령 개정의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27)

마지막으로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비교사적 

맥락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자료를 이용한 연구

와 달리, 경제사 분야의 연구는 주로 벨기에ㆍ독일ㆍ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겸

업은행이나 투자은행과 연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겸업은행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투자은행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에서 해석이 이루

어져 왔다.

27) 다만 오카자키는 주로 은행의 경영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본장에서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결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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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연계된 기업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각국의 은행 성격의 차이가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비교의 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벨기에의 겸업은행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겸업은행이기 때

문에 혹은 투자은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적 연계가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는 해석은 再考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6절 맺음말 

제3장에서는『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수록된 기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업

금융 및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검토

하였는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1920년대 이후 합병․매수를 통해 보통은

행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은행령 개정으로 은행과 기업 경영진을 겸임하는 데

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의 수

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어서 은행과 연계된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기

업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본 결과, 연계 기업은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기업

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과 배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채비율, 수익률, 배당률을 종속

변수로 놓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앞의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 은행 중역 중 

상당수가 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여 중역 간 상호 감시의 유인이 컸다는 은행 

내부적 요인이 내부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아, 인적 연계에 기

반한 불건전한 대출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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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植民地期 企業의 配當政策

제1절 머리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더

불어 배당정책은 기업의 중요한 재무의사결정 변수 중 하나이다. Miller and

Modigliani(1961)의 고전적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면 기업이 얻은 이익 중 얼마를 배당하느냐는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시장은 조세, 제도적 규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불완전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보니,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의 극대화라

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 특히 주식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오늘날보다도 배당정책의 중요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식 유통시

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기 위해 원

하는 시점에 자유로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주주의 배

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다. 또한 아직 회계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오늘날에 비해 경영자와 주주 사

이의 정보비대칭 문제는 더 심각했던 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배당은 기업, 특히 기업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가 전달

되는 주요 루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초기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배당정책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배당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신뢰할만한 

거의 유일한 정보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Baskin et al. 1997;

Deloof, Roggeman and Overfelt 2010; Campbell et al. 2011; Turner et al.

2013). 이처럼 배당은 주주의 주요 소득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주주 사

이에서 정보 전달 매개체의 역할도 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기업의 자본조달 

및 경영성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배당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수였음은 식민지기 조선에서도 확인된다. 예

를 들어, 식민지기 당시 조선 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격년마

다 발간된『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수록된 주식회사 중 상당수는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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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심지어는 설립 시점부터 발간 시점까지의 배당률 통계를 제시해 놓았다.

다른 지표와 달리1) 배당률에 대해 이처럼 소상히 밝혀 놓은 것은 그만큼 투자

자들이 배당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대변해준다. 또한 아래 기사는 배

당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

사하고 있다.

그 회사의 종래 배당과 다음 기에 오는 배당과를 비해 보아서 減配면 賣材가 

되고 增配면 買材가 되는데, 이것은 그 회사의 업적 消長2)을 의미하는 만큼 큰 

재료가 된다.

- 동아일보 1937년 10월 5일 기사

기업의 배당률이 전기와 비교해 보아 하락했으면 주식을 팔 필요가 있고,

반면 상승했으면 주식을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로, 그 까닭은 배당의 변화가 

회사의 성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배당이 갖는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朝鮮

會社事業成績調』,『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등에 수록된 기업 관련 각종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기업의 배당

률 수준이 어떠했으며, 그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배당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라고 하겠다. 보다 

중점적으로 논할 것은 두 번째 문제로, 배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가 아

니면 유연하게 변동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

다. 먼저 企業史를 이해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연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 배당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3) 따

라서 본 연구는 배당률 수준, 배당의 변동 양상과 같은 식민지기 배당정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1) 심지어 수익률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2)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감.

3) 예외적으로 박이택(2010a)에서 일부 다루어진 적은 있다. 이에 관해서는 3절에서 다

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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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다. 일례로, 영미권 국가의 기업에 비해서 대표적인 대륙법 체계 국가

인 독일의 기업들은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조선의 배당정책의 비교사적 

특질은 당시 조선의 기업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배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 중 하나인 배당신호

가설(dividend signaling theory)에 대한 검증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배당신호가설은 배당의 변화가 미래 수익성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주주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배당의 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Al-Malkawi et al. 2010).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Aharony et al.

1994; Nissim et al. 2001; Braggion et al. 2011)도 있지만, 부정하는 연구

(DeAngelo et al. 1996; Benartzi et al. 1997; Grullon et al. 2005)도 많다. 그런

데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은 주로 영미권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일제로부터 대륙법 체계를 이식받은 식민지기 조선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당신호가설에 대한 검증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의미

도 지닐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를 활용한 Braggion

et al.(2011)의 실증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배당신호가설과 관련한 비교사

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관하여『朝鮮會社事業成績調』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 3절에서는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 수준 및 배당 결정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4절에서는 

배당의 변화 양상 및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5절에

서 전체 논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다.

제2절 자료:『朝鮮會社事業成績調』4)

4) 이 자료를 입력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선재원ㆍ박현 선생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後學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

해주신 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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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34년 하반기부터 1938년 하반기까지 반기마다 총 9차례에 

걸쳐 조선식산은행 조사과에서 발간한『朝鮮會社事業成績調』(이하『성적조』)

에 수록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자료는 ‘조선의 회사

사업성적의 大勢的 관찰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1934년 하반기 자료를 예로 

들면,5) 1934년 12월 현재 조선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공칭자본금이 5만 원 이

상인 주식회사 중, 決算期가 1934년 7월부터 12월 사이인 회사들의 營業報告書

를 기증받아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산업별, 회사별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회사별 자료만을 사용하며, 금융 부문6)은 제외하고 비금융 

부문 회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성적조』에는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諸積立金, 前期移越金, 차입금, 순

이익금, 當期償却金, 留保金, 배당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 해에 결산이 1

회 이루어진 경우, 비고에 ‘年一回’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2회 결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입금은 貸借對照

表 상의 부채 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이 

전체 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금을 부채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한다.

한편, 1934년 하반기 자료의 경우, 320개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현재 주식회사가 1,243개였으며, 이 자료에는 연1회 결산기

업 중 결산시점이 상반기인 회사가 누락된 점을 고려하면, 상․하반기 자료를 

결합할 경우,『성적조』에는 대략 주식회사의 1/3 가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입자본금을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더욱 커, 320개 주식

회사의 불입자본금은 주식회사 전체 불입자본금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연1회 결산기업 중 결산시점이 상반기인 회사가 누락된 점을 감안하면, 자본금 

규모를 가중치로 삼을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

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7)

5) 이하의 1934년 하반기 자료에 대한 언급은 1934년 하반기『성적조』의 “冒頭”에 제

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6) 금융 부문에 속하는 산업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부문은 은행업, 신탁

업, 無盡業, 금융업이다.

7) 다만 1935년 이후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성적조』에 수록되

는 회사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비율은 이후 감소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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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에는 회계 이외의 부문과 관련된 기업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하『요록』)도 활용했는데, 기

업의 본점 소재지, 설립연도, 산업, 대표의 민족 구분, 주주수 등을 추가로 입

력하였다. 이 중 산업에 관한 정보는『성적조』에도 담겨 있지만, 회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요록』의 분류 방식이 이용되어 왔으므로, 이들과 연계된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기서도『요록』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8)

한편, 매년의 조사가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조사대

상 기업 중 1934-38년 사이에 신설된 회사도 여럿 있으며, 중간에 조사대상에

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고, 1-2년 동안만 정보가 제공되는 기업도 

꽤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비금융 부문 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조사대상 기간 

중『성적조』에 1회 이상 등장하는 회사는 총 724개이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당시에는 연2회 결산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었다.『성적

조』에 등장하는 724개 회사를 연간 결산횟수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연1회 

결산한 회사(이하 ‘연1회 결산기업’)는 413개, 연2회 결산한 회사(이하 ‘연2회 

결산기업’)는 288개로,9) 오늘날과 달리 영업연도가 6개월인, 즉 연2회 결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40% 가까이 될 만큼 높았다. 이렇게 연2회 결산을 한 주목적은 

연2회 배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依用된 일본 상법 

157조는 정기주주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연2회 이상 이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매 배당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田中耕太郞

1930). 이처럼 결산기 도중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중간배당10)과 달리,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결산을 토대로 배당이 지급되었으므로, 각 결산기의 배

당에 대해서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11)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을 분리해서 분석한다.

8) 이렇게 할 경우,『성적조』에는 비금융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요록』에는 금

융 부문으로 분류되는 회사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15개 회사도 금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나머지 23개 회사는 분석대상기간 사이에 연간 결산횟수가 1회에서 2회 또는 2회에

서 1회로 바뀌었다.

10) 현행 상법은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11) 타당성에 관해서는 이하 4절의 [표 4-3]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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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당 결정요인  

1. 기초통계량

『성적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배당에 관한 기초

통계량이다. [표 4-1]은 배당률 및 배당성향을 산업별, 연도별, 불입자본금 규모

별로 나누어서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표에 대해 먼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연간 결산횟수별로 나누어 제시해 놓았다. 2절에

서 언급했듯이, 연2회 결산기업의 매 결산기 배당에 대해서 독자적 의미를 부

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그리고 기업-영업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1회 결산기업이 1,033개, 연2회 결산기업이 1,300개인데,『성적조』에 등장하

는 연1회 결산기업이 413개, 연2회 결산기업이 288개였으므로12), 각각의 기업

은 평균 2.5회(연1회), 4.2회(연2회) 등장하고 있다.

둘째, 배당률에 대해서는 연1회․연2회 결산기업 각각에 대해서 전체 기업

과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두 가지의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배당가능기업이란 전체 기업 가운데 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

한 것으로, 당시 신문 기사는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회사에 이익이 無한 시는 此(배당-필자주)를 청구함을 不得할 뿐 아니라 법률

은 회사 이익 중으로 일정의 법정적립금과 손해가 有한 시는 此 損害塡補를 

강요하는 규정이 有하니 가령 이익이 有할지라도 此를 보충한 후가 아니면 

주주는 이익의 배당을 청구함을 不得함과 如하다.

- 동아일보 1920년 6월 24일 기사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전기이월금과 당기

순이익의 합이 0 이하인 경우 배당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배당가능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13) 이처럼 배

당가능기업만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한 것은 배당이 불가능한 기업의 

12) 본 논의에서는 결산횟수가 바뀐 기업 23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3)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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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無配當이 경영자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요인 때문에 결정된 

것이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기업을 제외한 수치

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4-1] 식민지기 배당률과 배당성향

배당률 배당성향

전체 기업 배당가능기업 배당가능기업

연간 결산횟수 1회 2회 1회 2회 1회 2회

산업별

농수산업 4.39 7.84 5.26 8.71 0.50 0.67

광공업 6.48 6.19 7.82 7.32 0.49 0.58

상업 5.19 7.63 6.27 8.13 0.44 0.51

운수창고업 4.74 6.12 5.43 6.70 0.49 0.58

기타 4.02 5.20 6.16 7.45 0.49 0.63

연도별

1934 6.09 6.23 7.58 7.21 0.53 0.62

1935 5.48 6.24 6.67 7.18 0.46 0.58

1936 4.79 6.56 5.80 7.57 0.43 0.61

1937 5.45 6.30 6.77 7.21 0.51 0.56

1938 5.25 6.70 6.17 7.62 0.49 0.56

불입자본금별

10만 원 이하 5.59 6.28 6.73 7.40 0.47 0.51

100만 원 이하 5.12 6.70 6.15 7.52 0.48 0.59

100만 원 초과 3.84 6.21 6.04 7.11 0.66 0.64

전체 평균 5.34 6.43 6.49 7.38 0.48 0.58

표본수 1,033 1,300 850 1,133 850 1,133

주 1: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제외함.

2: 연도별 자료 중 1934년에 관한 것은 당해연도 하반기 자료만을 이용하여 구한 

수치임. 따라서 연도별 변화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1934년의 자료를 해석할 때에

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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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록에는 원래 산업이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박이택(2010a)은 이를 

6개로 재분류하였다. 여기서도 박이택(2010a)의 방식을 따르는데, 금융업은 분

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개 산업에 대해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넷째,『성

적조』는 1934년 하반기부터 발간되었으므로, 1934년 통계에는 상반기 결산한 

기업들에 대한 집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분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14) 1935-38년만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방식의 추계를 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표를 통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식민지기 배당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배당률 수준이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

과 배당가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 모두 연2회 결산기업의 평균배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평균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이다. 20세기 

초 선진공업국 중 하나였던 벨기에의 배당률 자료를 분석한 Deloof,

Roggeman and Overfelt(2010)의 연구에서는 광업․전차(trams)․철도․섬유산

업 부문의 기업 488개의 평균 배당률이 7.7%로 추정된 바 있다.15) 이와 비교

해보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저배당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당시에도 비록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긴 했지만, 선진공업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연1회 결산기업의 경우, 광공업 부문의 배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연2회 결산기업에서는 농수산업의 배당률이 가장 높고, 상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도별 결과의 경우, 1934년은 하반기 자료만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평균배당률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변동폭은 연1회 결산기업 쪽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불입자

14) 일례로 연1회 결산기업 중, 1935-38년 사이 상반기에 결산한 회사는 평균 배당률이 

4.2%인 반면, 하반기에 결산한 회사의 평균 배당률은 6.5%에 달하고 있다.

15) 이 연구는 배당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 연구가 아니었으며, 제

목(Bank affiliations and corporate dividend policy in pre-World War I Belgium)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과 은행의 인적 연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하

에서 인용하는, 이 연구에 제시된 통계는 기업이 은행과 연계되었는가 여부에 따

라 기업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배당의 변동 여부에 관한 비율을 제시한 것으

로, 본고에서는 기업수와 비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과의 인적 연계 여부

와는 상관없이, 기업 전체에 대한 비율을 새로이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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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규모별로 보면, 연1회 결산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배당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연2회 결산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10-100만 원인 기업의 

배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본금 100만 원 초과 기업의 

배당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한편 배당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배당가능기업만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

우선 전체 평균의 경우 연1회 결산기업은 당기순이익의 48%를, 연2회 결산기

업은 58%를 각각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배당성

향을 보면, 산업별 배당률의 차이는 배당성향의 차이 때문이기보다는 수익률

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상업의 경우 양쪽 모두에

서 두 번째로 배당률이 높은데, 배당성향은 양쪽 모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에서 나타나는 가장 명확하고도, 흥미로운 특징은 연2회 결산기업이 

연1회 결산기업에 비해서 대체로 배당률이 높았다는 점이다. 산업별 통계의 광

공업 부문을 비롯한 몇몇 경우 외에는 모두 연2회 결산기업이 연1회 결산기업

에 비해서 배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면

에서도 연2회 결산기업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 참고로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

만,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해보면, ROE와 ROA 모두 연2회 결산기업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연2회 결산기업이 수익률도 높고, 배당률

도 높았다는 것인데, 본 연구의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끝으로, 전체 기업 중에서 배당가능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건대,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에서 전체 기업 중 배당

가능기업의 비율을 구해보면, 연1회 결산기업은 82.3%, 연2회 결산기업은 

87.2%였다. 즉 전체 기업 중 15% 가량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전

기이월금과 당기순이익의 합이 0 이하여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

었던 것이다.

2. 배당률 결정요인

이제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률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배당

률 결정요인에 관한 통계적 분석은 박이택(2010a)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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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록』의 데이터를 이용한 중회귀분석결과, 자본금이 낮을수록, 또 금융업과 

상업에서 고배당이 이루어졌으며, 배당률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1933년 이

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런데 이 연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새로운 추계가 필요하다. 첫째, 배당률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과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요록』이 

갖는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누

락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도 낮아지고, 편의(bias)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

을 우려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최소자승법(OLS)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박이

택(2010a)에서는 배당 가능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배당이 불가능한 기

업까지도 포함하여,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모든 기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 중 15% 정도가 배당을 할 수 없는 기업이었

다. 또 뒤에서 보듯이 배당가능기업 중에서도 상당수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즉 전체 기업 가운데 상당수 기업의 배당률은 0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자승법 대신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Deloof, Roggeman and Overfelt 2010; Braggion et al. 2011).

토빗 모형은 종속변수의 일부분이 관찰되지 않고, 중도절단(censoring)된 경

우 사용하는 모형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모형을 사용한 것은 배당금은 음(-)이 될 수 없으므로, 배당률 또

는 배당성향은 0보다 작아질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좌측 중도절단(left-

censoring)의 분포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중도절단된 경

우,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편의가 발생하게 되므로 토빗 모형을 이용한 분

석을 실시한다.

여기서도 앞서 기초통계량을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연간 결산횟수에 따라 

나누어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 [표 4-2]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 각각에 대해서 

3개씩의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모형 (1)과 (4)는 각각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우선 표 하단의 표본수부터 보면, 연1회 결산기업 중에서 배당

16) 그 외에도 여러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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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기업은 621개이고, 410개 기업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모형 (4)의 연2회 결산기업의 경우, 무배당 기업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26.2%에 이른다. 이처럼 두 표본 모두 무배당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석은 적절치 않음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4-2] 배당률 결정요인 분석결과

연1회 결산기업 연2회 결산기업

(1) (2) (3) (4) (5) (6)

종속변수 배당률 배당률 배당성향 배당률 배당률 배당성향

분석방법 Tobit Tobit Tobit Tobit Tobit Tobit

상수
-0.0532**

(-2.22)

-0.0350

(-1.47)

-0.1341

(-0.60)

-0.0449***

(-3.23)

-0.0060

(-0.45)

0.1643

(1.26)

ROE
0.6086***

(26.22)

0.5090***

(21.83)

1.0799***

(4.91)

0.3351***

(23.77)

0.2602***

(18.85)

-0.2734**

(-2.01)

log(연령)
0.0061**

(2.32)

0.0075***

(2.86)

0.0151

(0.61)

0.0202***

(10.75)

0.0167***

(8.98)

0.0966***

(5.33)

log(불입자본금)
0.0026

(1.42)

0.0022

(1.21)

0.0404**

(2.37)

0.0028***

(3.05)

0.0014

(1.59)

0.0259***

(3.07)

부채/자산 비율
-0.0525***

(-5.43)

-0.0431***

(-4.46)

-0.3102***

(-3.42)

-0.0262***

(-4.06)

-0.0203***

(-3.17)

-0.1141*

(-1.86)

대표 민족더미

(조선인=1)

-0.0049

(-1.02)

-0.0081*

(-1.70)

-0.0444

(-0.99)

0.0080*

(1.76)

0.0065

(1.49)

-0.0004

(-0.01)

산업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표본수 410/621 227/621 227/621 340/959 173/959 173/959

LR chi-squared 713.14*** 468.06*** 55.89*** 663.65*** 391.05*** 66.06***

주 1: 표본수의 두 수치 중 전자는 무배당 기업수이며, 후자는 유배당 기업수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모형 (6)에서는 배당성향이 1,000%가 넘는 두 기업은 영향점(influential point)으

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朝鮮會社事業成績調』,『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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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과 (4)의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의 수익률(ROE)과 연령은 배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불입자본금 

변수의 경우,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모형 (4)에서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두 모형 모두에서 부채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배당결정요인을 분석

한 선행연구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산업더미의 경우, 농림수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 (1)에서는 광공업의 계수만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값(1.146)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4)에서도 광공업의 

계수만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1.598)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외에는 1934

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더미와 산업더미 가운데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경우는 없었다. 앞서 [표 4-1]에서는 산업별, 연도별로 배당률에 편차가 

있었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와 (5)는 배당가능기업만을 대상으로 앞서 본 모형과 동일한 형태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표본수를 모형 (1), (4)와 비교해 보면,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배당을 할 수 없는 기업보다, 배당이 가능함에도 배당을 실시

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연1회 결산기업을 예로 들면, 무배당 

기업 410개 가운데, 227개는 배당이 가능함에도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이고,

나머지 183개 기업은 배당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4절에서 후술하듯이, 외

국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기업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

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1),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다만 모형 

(4)에서는 유의하게 나왔던 불입자본금의 영향이 두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대표 민족더미의 계수가 모형 (4)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며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반면, 모형 (2)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면서 역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연

1회 결산하는 기업 중에서는 일본인 기업이, 연2회 결산기업 중에서는 조선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선뜻 이해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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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그에 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 (3)과 (6)을 보면, 배당성향을 종속변수로 놓고, 역시 토빗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수익률의 계수를 보면,

연1회 결산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나온 반면, 연2회 결산기업

에 대한 분석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도 존재하고, 배당 수준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낮출 유인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면 

왜 연1회 결산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양의 값이 나오고, 연2회 결산기업에 대

한 분석에서는 음의 값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이 결과만을 가지고는 설명하

기 어렵다. 연령의 경우, 연1회ㆍ연2회 결산기업 모두 배당성향에 대해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연2회 결산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외에 불입자본금이 증가할수록 배당성향이 높고,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모형의 결과가 일치

하며, 예상할 수 있는 바에 부합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들의 배당률 수준과 배당률 결정요인에 대

해서 검토해 보았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자의 평균배당률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

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였다. 둘째,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에서는 산업, 연도, 자본금 규모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변수들

을 통제한 가운데 토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별 차이는 광공업에 대해서

만 확인되었고, 시기별 배당률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토빗 분석결

과,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의 배당률 결정요인은 수익률, 연령,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등이었으며, 변수 및 그 작용 방향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17) 넷째,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이 가능함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 또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 경제사 분야 연구로는 Deloof, Roggeman and Overfelt(2010), Braggion et al.(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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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배당의 변화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1. 배당 변화의 양상 

앞 절에서는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률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배당률을 결

정짓는 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기업들의 배당 변화 양상이 어떠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떠한 이유에

서 배당을 변동시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배당에 관한 연구의 古典이라 할 수 있는 Lintner(1956)의 연구는 배당정책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

은 장기적인 목표배당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배당의 수준보다 배

당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갖는다. 또 경영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이 

변화할 경우에 배당을 변화시키며, 배당 증가에서 배당 감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다.18) 정리하면, 배당은 平均回歸 경향이 있으며, 안정적인 경향

을 띠고, 배당의 변화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까지도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배당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논

점들을 중심으로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당의 변동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일 기업에 대해서 연속되는 결

산기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조』에 매년 동일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지는 않았다. 지속적으

로 수록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1-2년만 수록된 경우도 있고, 몇년만에 다시 

수록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속되는 결산기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영업연도에 한해서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살펴볼 것은 기업들의 배당 변화 양상이다. 여기서도 3절의 논의와 마

찬가지로,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표 

4-3]은 기업들의 배당 변동 양상을 불변ㆍ증가ㆍ감소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인

데,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 前期에 배

당이 이루어진 기업(전기 유배당 기업)에 대해서 보면, 배당률을 변동시키지 

않은 기업이 연1회 결산기업의 경우 38.0%, 연2회 결산기업의 경우 63.2%를 

18) Lintner(1956)의 연구에 대한 정리는 신민식(2008)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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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 연1회ㆍ연2회 결산기업 모두 60% 가량은 1년 이

내에 배당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19)

이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

까. 우선 영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조선에서는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인

다. Turner et al.(2013)는 영국에 대한 분석에서 1825-47년 사이에는 77.9%,

1848-70년 사이에는 61.1%의 기업이 이듬해 배당률을 변동시키지 않았음을 제

시하였으며, Braggion et al.(2011)은 1895- 1905년 사이 영국 자료를 이용한 분

석에서 기업의 50.7%가 이듬해 배당률을 변동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

다. 반면 벨기에의 20세기 초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기 유배당 기

업 가운데 배당률을 그대로 유지한 기업의 비중은 36%로 나타나, 조선과 비슷

하다(Deloof, Roggeman and Overfelt 2010).

[표 4-3]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률 변동 양상

전기 배당 여부 전기 유배당 전기 무배당

배당률 변동 개수 비율 평균변화량 평균변화율 개수 비율 평균변화량

연1회 

결산기업

불변 130 38.0% - - 73 59.8% -

증가 109 31.9% 3.45%p 60.7% 49 40.2% 7.49%p

감소 103 30.1% -5.06%p -45.8% - - -

계 342 100.0% -0.43%p 5.6% 122 100.0% 3.09%p

연2회 

결산기업

불변 438 63.2% - - 67 68.4% -

증가 148 21.4% 3.63%p 49.7% 31 31.6% 6.24%p

감소 107 15.4% -4.58%p -41.1% - - -

계 693 100.0% 0.07%p 4.3% 98 100.0% 1.97%p

주: 배당불가기업은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

19) 연2회 결산기업이 두 번 연속으로 배당률을 바꾸지 않을 확률은 0.632×0.632=

0.39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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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표를 통해서 연2회 결산기업에 대해서 6개월의 영업연도를 단위로 분

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定款에 연2회 배당

을 한다고만 해놓고, 전반기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후반기에만 배당을 하

는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배당의 증가 및 감소 비율은 연1회 결산기업에 비해

서 연2회 결산기업이 더 높았을 텐데, 전기 유배당 기업의 배당률이 불변한 기

업의 비율은 오히려 연2회 결산기업이 훨씬 높다.

그런데 이 경우, 연2회 결산기업의 배당률이 안정적인 것은 동일 연도에는 

전․후반기에 관례적으로 동일한 배당률을 유지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지적이 타당할 경우 역시 연2회 결

산기업의 배당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연도를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할 수 있다. 기업들이 형식적으로만 연2회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에 대

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연간 단위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기업이 동일 연도에는 전․후반기에 慣例的으

로 동일한 배당률을 유지하려 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기 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본 결과, 상반기 배당 기업이 하반기

에 동일한 배당을 할 확률(62.8%)과 하반기 배당 기업이 다음 연도 상반기에 

동일한 배당을 할 확률(63.6%)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식민지기 연2회 결산기업들은 단순히 定款 상으로만 영업연도를 6개

월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6개월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며, 이는 배당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을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배당률을 증가시킨 기업이 감소시킨 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어 왔다. 그렇지

만, 특히 연1회 결산기업의 경우,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체수와 감소시킨 기업

체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당 변화폭은 감소기업이 더 크지만, 변화율로 보면 

증가기업이 더 크다는 점이다. 변화폭과 변화율의 크기가 서로 상반된 것은 

배당률을 증가시킨 기업과 감소시킨 기업의 전기 배당률 수준이 다르다는 데

에 기인한다. 전기 유배당 기업 중 연1회 결산기업의 경우, 배당률을 감소시킨 

기업의 전기 배당률은 평균 11.25%인 반면, 증가시킨 기업의 전기 배당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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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였다. 연2회 결산기업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감소기업의 전기 배당률

은 평균 11.14%, 증가기업은 7.29%이다.20) 전기 배당률의 중간값(median)인 

8%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기업과 초과한 기업으로 나누어서도 살펴보더라도,

연1회ㆍ연2회 결산기업 모두 배당률 8% 이하 기업 중에서는 배당률을 증가시

킨 기업의 비율이, 8% 초과 기업 중에서는 배당률을 감소시킨 기업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기 배당률과 금기 배당률 사

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Lintner의 고전적인 연구

(Lintner 195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당지급에 平均回歸 경향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로, 전기 유배당 기업과 전기 무배당 기업을 비교해 보자. 일반적으로 

배당의 開始(commencement)는 기업의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될 경우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조선의 회사들 가

운데 50-60%는 1년 이내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배당률은 평균 

6-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처럼 배당의 안정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20세기 초 벨기에의 경우에도 전기 무배당 기업 가운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21) 조선의 경

우 배당의 개시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3절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배당가능기업 가운데 연1회 결산기업 중 26.3%, 연2

회 결산기업 중 12.4%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사적으

로 보면, 영국의 19세기 및 20세기 초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확인된 1-2%대

의 무배당 기업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Braggion et al. 2011;

Turner et al. 2013), 벨기에의 분석결과는 조선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20세기 초 벨기에 기업의 배당지급률은 60.6%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조선

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Deloof, Roggeman and Overfelt 2010).

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식민지기 기업들은 배당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을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기 배당률을 그대로 유

20) 참고로 배당률을 변화시키지 않은 기업의 전기 배당률은 연1회 결산기업이 9.03%, 연

2회 결산기업이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 이 비율은 Deloof, Roggeman and Overfelt(2010)의 table 3에 제시된 통계를 이용

하여 필자가 추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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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무엇보다도 배당을 생략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당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의 변화 양상은 영국에 

대한 분석결과보다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에 속하는 벨기에에 관한 

분석결과와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배당 변화 결정 요인 

그렇다면 식민지기 기업들의 배당률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

이었을까? Goergen et al.(2005)은 今期 및 前期 순이익22), 전기 배당률의 변화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놓고, Ordered probit(서열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배

당의 감소, 유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는데, 여기서 이 

모형을 응용하여 배당률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본다.

분석에 앞서 먼저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종속변수 는   기와 기 

사이 배당의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써, 배당이 감소했으면 0, 유지되었으

면 1, 증가했을 경우 2가 부여된다.   는 전기의 배당수준을 나타내며,

 는 금기의 자산대비수익률이다. 그리고 ∆ 는 금기의 수익률 변화 

방향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이 0보다 크면 1, 0 이하이면 0

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한편, 이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기업에 대해서 3

기 연속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의 배당 변화 양상 분석에 

비해서 표본의 개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연1회 결산기업 238개 기업-영업

연도, 연2회 결산기업 573개 기업-영업연도이다.

[표 4-4]는 연1회 결산기업과 연2회 결산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해 놓

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두 분석결과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2회 결산기업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우선 전기 배당수준(  )

과 전기 배당 변화 더미변수(  )의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앞서 [표 4-3]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 배당수준이 높을수록, 금기에 배당률이 상승할 확률은

22) 이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로는 ROE를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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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배당 변화 여부 결정 요인 분석결과

연1회 결산기업

종속변수: 배당 변화 더미변수()

Ordered probit analysis

(1) (2) (3) (4) (5)


-0.081***

(-5.09)

-0.088***

(-5.73)


-0.421***

(-4.17)

-0.376***

(-3.59)

-0.372***

(-3.56)

-0.239**

(-2.20)


0.023**

(2.11)

0.008

(0.68)

∆
1.204***

(7.36)

1.225***

(7.61)

1.251***

(7.57)

1.269***

(7.72)

표본 수 238 238 238 238 238

LR chi-squared 21.71*** 78.79*** 78.33*** 106.11*** 101.26***

Pseudo R-squared 0.043 0.156 0.155 0.210 0.200

연2회 결산기업

종속변수: 배당 변화 더미변수()

Ordered probit analysis

(1) (2) (3) (4) (5)


-0.129***

(-5.74)

-0.140***

(-6.34)


-0.847***

(-5.35)

-0.689***

(-4.32)

-0.636***

(-4.03)

-0.445***

(-2.76)


0.057***

(4.23)

0.036***

(2.67)

∆
1.459***

(7.07)

1.561***

(7.69)

1.544***

(7.51)

1.585***

(7.74)

표본 수 573 573 573 573 573

LR chi-squared 43.82*** 100.25*** 92.87*** 131.03*** 123.36***

Pseudo R-squared 0.043 0.099 0.092 0.130 0.122

주 1: 괄호 안의 값은 z 값.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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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는 기와 기 사이 배당의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써, 종속

변수와 마찬가지로 배당이 감소했으면 0, 유지되었으면 1, 증가했을 경우 2의 값을 

가지며, ∆ 는  이 0보다 크면 1, 0 이하이면 0의 값을 갖는 더

미변수임.

낮아지고 있다. 또   의 계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전기에 배당을 증가시

킨 경우, 금기에 배당을 증가시킬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지급에 평균회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배당률 변화 여부는 금기 수익률 변화 여부(∆  )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의 계수를 보면, 연2회 결산기업의 경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연1회 결산기업의 경우에는 모형 (1)에서는 유의하게 나왔

으나, (2)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또 유의하다고 하더라도, 계수의 크기가 작아 

그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 의 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변수 중 계수의 절대

값이 가장 크다. 이는 배당률의 변동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진은 금기 수익률

의 크기보다는 전기와 비교하여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하였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배당의 변화

는 현재와 과거(전기)의 수익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3. 배당 변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가 

앞서 배당 변화가 현재와 과거의 수익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

을 확인하였는데, 당기순이익 가운데 일부가 배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기

서 다루고자 하는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

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배당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

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배당의 변화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소위 배당신호

가설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배당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대부분 가설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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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Al-Malkawi et al. 2010). 배당의 증가는 투자자에

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반면, 배당의 감소는 부

정적 신호로 인식되어,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배당의 증가(감소)가 실제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감소)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실증분석결과를 보더라도, DeAngelo et al.(1996),

Benartzi et al.(1997), Grullon et al.(2005) 등은 배당신호가설의 타당성을 부정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Aharony et al.(1994)와 Nissim et

al.(2001)은 배당 변화를 통해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3) 정리하면, 배당이 변화할 때, 투자자들은 이것을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신호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배당의 변화가 실제 기업 성과의 변화

와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직 실증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는 못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민지기 기업들의 배당 변화가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

를 담고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는 의미와 함께, 배당신호가

설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위에 제

시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따라서 배당이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약화된 비교적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생

각된다.

배당 변화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분석하

기 위해서는 먼저 적합한 모형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 연구인 

Nissim et al.(2001)과 Grullon et al.(2005)에서 제시된 모형을 자료적 조건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사용한다. Nissim et al.(2001)은 Benartzi et al.(1997)에서 

사용된 모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Benartzi

et al.(1997)의 모형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랜덤워크

23) 배당신호가설의 실증연구에 대해서는 Grullon et al.(2005), Al-Malkawi et al.(2010)

등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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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walk)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평균회귀(mean reversion)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Fama et al. 2000),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제시

하였다.24)

          ×∆   ×∆ 

              

(1)

모형 (1)은 배당의 변화율(∆ )이 미래 수익성의 변화      를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배당의 변화율은         

의 방식으로 산출된다.25) 한편 ()는 배당 증가(감소) 기업에 대해서 

1, 불변 또는 감소(증가) 기업에 대해서 0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배당 증가 시

와 배당 감소 시의 배당변화가 미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는 가정이 모형에 반영된 것이다.    은 앞서 언급한 이익의 평균회귀 현상

을 반영한 것이고,          은 이익변화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Nissim et al. 2001).

그런데 이 모형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Grullon et al.(2005)은 Nissim

et al.(2001)의 모형에서 선형(linear) 평균회귀를 가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다. 그들은 Fama et al.(2000)의 연구 등을 근거로 이를 비선형(nonlinear)으

로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영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   

   ×   ×        

   ×      ×    ×    

(2)

24)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모형을 가지고, 1963년부터 1998년 사이 NYSE와 AMEX에 

상장된 100,666개의 기업-연도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배당 증가 시에는 

향후 4년 동안의 수익성 증가가 확인되는 반면, 배당 감소는 미래 수익성과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5) 이 경우 전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의 변화율을 산출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금기에 배당을 실시했을 경우 변화

율을 100%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로 놓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로

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한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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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모형 (1)을 이용한 분석결과

연1회 결산기업 연2회 결산기업

t=1 t=2 t=1 t=2 t=3


2.482***

(3.48)

1.894**

(2.17)

3.734***

(9.26)

3.839***

(8.45)

3.683***

(6.55)


-0.003

(-0.30)

-0.007

(-0.78)

0.011

(1.56)

0.013*

(1.68)

0.012

(1.27)


-0.006

(-0.37)

0.006

(0.32)

0.023

(1.36)

0.005

(0.28)

-0.004

(-0.16)


-0.249***

(-5.06)

-0.171***

(-3.02)

-0.300***

(-11.55)

-0.294***

(-10.79)

-0.241***

(-7.32)


-0.136**

(-2.38)

-0.013

(-0.15)

-0.178***

(-4.10)

0.021

(0.41)

-0.089

(-1.40)

Obs 238 95 573 412 288

Adj R-squared 0.168 0.056 0.280 0.216 0.156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모형에서    는         이며,   (  )는 

  가 양(음)일 때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ROE0의 기댓

값을 구할 때에는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ln(전기불입자본금)과 전년도 ROE를 

독립변수로 하여 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Tobin's Q도 포함시

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 변수는 제외하였다. 또

한   는        이며,   (  )는   가 양

(음)일 때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이익의 평균회귀에 대해서 선형으로 가정한 모형과 

비선형으로 가정한 모형 모두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4-5]와 [표 4-6]은 각각 

모형 (1)과 (2)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결산횟수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중, 배당신호가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이익의 평균회귀 현상을 선형으로 가정하

든, 비선형으로 가정하든, 배당의 변화율(∆ )과 관련된 변수의 계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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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1회 결산기업의 경

우,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연2회 결산기업은 모형 (1)에서

는 배당 증가 시 t=2에서의 수익률 증가와 양의 관계가 있고, 10% 유의수준에

서 유의하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역시 배당 증가 시에 다음 기의 수익률 증

가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배당 감소와 미래 수익률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건대,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 변화로부터는 배당신호가설을 뒷받침하는 현상, 즉 배

당의 증가(감소)가 실제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감소)로 연결되는 경향은 뚜렷

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모형을 

가지고 19세기말-20세기 초 영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당신호가

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Braggion et al. 2011).

[표 4-6] 모형 (2)를 이용한 분석결과

연1회 결산기업 연2회 결산기업

t=1 t=2 t=1 t=2


0.678

(0.88)

1.069

(1.09)

0.777*

(1.96)

0.846*

(1.80)


-0.002

(-0.25)

-0.008

(-0.95)

0.014**

(2.00)

0.009

(1.17)


0.006

(0.30)

0.017

(0.69)

-0.003

(-0.15)

-0.000

(-0.01)

Obs 238 95 573 412

Adj R-squared 0.219 0.169 0.311 0.246

주 1: 분석을 통해 모형에 있는  ∼ ∼의 값도 추정하였으나, 표에 제시하지

는 않음.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지금까지의 배당 변화와 관련된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은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현재 및 과거의 수

익성을 반영하는 지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배당이 신호로서 기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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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식민지기 기업들의 배당의 안정성 수

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둘째, 배당률의 변화 여부는 전기 배당

률과 금기 수익률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

지만 배당신호가설의 예상과 달리 배당의 변화와 기업의 미래 수익성 사이에

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 단계의 기업환경에서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배당이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정보였던 만큼, 식민지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배당신호가설에 부합

하는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에도, 그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조선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은 일본을 통해 대륙법 체계의 제도

를 이식받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미법 체계 국가에 비해서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 배당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한데

(Goergen et al. 2005), 이는 직접금융시장의 상대적 발달 정도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금융이 더 발달한 경우에는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

가 낮다보니,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에도 배당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배당의 안정성

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낮아, 경영

자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적었던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배당으로 신호를 보낼 경우, 內部留保資金이 감소하므로, 외부자금의 

조달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소유

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낮을수록, 이 비용이 배당을 통한 信號發送에 따른 편

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일례로, Braggion et al.(2011)의 연구

에서는 상장기업(listed firms)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배당신호가설이 타당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상장기업(listed firms)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이 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그 원인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

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조선 내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는 Braggion et al.(2011)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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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 중 비상장기업에 비해서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성적조』에 나온 

기업 중에서 1935년『요록』을 통해서 주주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317개 

사를 대상으로 주주수를 구해 보면, 평균 90.8명에 불과하다. 조선 내 기업의 

평균 주주수는 19세기말-20세기초 영국의 상장기업 36개 사의 평균 주주수 

782.9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 116개 사의 평균 주주수 212.1명(Braggion et

al. 2011)에 비해서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선 내 기업의 소

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조선에서는 배당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해 배당의 안정성

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도 배당이 신호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요인

이 되었다. 배당의 안정성은 배당신호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고 볼 수 있다(최도성ㆍ김성민 2005). 그래야만 배당의 변화가 신호로서의 의

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에서는 당기순이익

이 발생하지 않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배당을 실시

할 수 없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안정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기업 가운데 

15% 가량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배당을 할 수 없었다.26) 이처럼 배당을 실시

할 수 없는 기업이 많을 경우, 배당이 가능함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

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배당이 가능함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확실히 보

장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배당을 개시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섣불리 배당을 개시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배당을 낮추거나 

생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 맺음말

본장에서는『성적조』등에 수록되어 있는 식민지기 기업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먼저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들의 배

26) 표본 2,333개 기업-영업연도 가운데 15%인 350개 기업-영업연도가 이와 같은 이유

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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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 수준과 배당률 결정요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평균

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시 선진공업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민지기 기업의 배

당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토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익률, 연령,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수 및 그 작용 방향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기업은 왜 배당을 변화시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배당의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의 안정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변동시키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제도적 규제로 인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

도 많았으며, 배당가능기업 중에서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또 

충분히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개시하는 기업의 비중도 높

았다.

또 배당률의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기 배당

률과 금기 수익률의 수준 및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특

히 전기 대비 금기 수익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당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조선

이 대륙법 체계 국가였다는 점, 배당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었다는 점과 같

은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배당의 안정성이 낮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양상

을 파악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 기업환

경에서 배당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민지기 기

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관한 보다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분석

에 사용한 자료는 1930년대 중반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식민지기 배당정

책의 양상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또 배당정책의 변화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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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는 가운

데 식민지기 배당정책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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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植民地期 會社의 生存力, 1917-1944

-『朝鮮經濟雜誌』의 회사 등기 자료 분석

제1절 머리말

주지하듯이, 회사제도는 근대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해 왔다.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 개인이 조달하기 힘든 대규모의 자본을 조

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유한책임제도의 도입으로 출자에 따른 부담이 제

한되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회사는 法人의 형

태로 존재함으로써, 기업가 개인의 生死에 제한받지 않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회사의 ‘영속성’이란 어디까지나 형식상으로만 가능하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

다.1) 오히려 현실에서는 기업이 지나치게 短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은 기업의 생존율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어떠

한 요소가 기업의 생존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해 왔다.2)

한편 기업의 생존율은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환경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도 중시된다(Lane and Schary 1991; Kim 2003b). 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어떠한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생존율이라는 지표

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력에 대

한 연구는 기업의 行態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

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본장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에 있었던 회사의 생존율과 생존요인에 관한 분

석을 통해, 당시의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 환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례로 1955년 미국 <Fortune>지에서 발표된 500대 기업 가운데 2010년 현재 존속

하고 있는 기업은 65개에 불과하며, 1965년 한국의 100대 기업 중 2011년 현재 생존

한 기업은 13개뿐이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1).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 하더

라도 ‘영속성’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2) 이에 대한 연구사에 관해서는 Box(2008)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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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기업의 생존율(또는 폐업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논의

된 바 있다(허수열 1988; 주익종 1991; Kim and Sun 2006; 김두얼 2008; 박이

택 2010b).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하『요록』)에 

수록된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거나 계량적 방법으로 

생존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중 생존율에 대해 가장 본격적으

로 다룬 연구라 할 수 있는 박이택(2010b)의 연구를 살펴보면, 프로빗(probit)

분석을 통해 회사의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요인

을 통제하더라도 조선인 회사의 폐업률이 일본인 회사의 폐업률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후술하듯이『요록』은 회사의 생존율 내지 폐업률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자료이다. 이로 인해 아직 정확한 의미에서의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 추정치는 제시된 바 없다고 할 수 있으며,『요록』을 

활용한 분석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만한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선인 회사의 폐업률이 일본인 회사의 폐업률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자료적 

문제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존율 분석에 보다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는『朝鮮經濟

雜誌』의 회사 등기 자료를 이용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생존율

에 대한 추정지를 제시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본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먼저『요록』이 갖는 자료상

의 한계 및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대신하여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3절에서는 Kaplan

-Meier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생존력을 추정해 보며, 4절에서는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회사의 생존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가

에 대해서 검토한 뒤, 5절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제2절 자료 및 DB 구축 방법 

1. 생존율 분석 자료로서『요록』이 갖고 있는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생존율 분석 시에는 대체로『요록』에 수록

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요록』은 식민지기 회사와 관련하여 설립연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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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및 불입자본금, 배당률, 회사의 대표 및 중역 명부, 대차대조표 등 가장 

풍부한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격년 간격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식

민지기 회사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 자료는 성격상, 회사의 생존능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

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요록』의 조사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요록』은 1921년부터 1942년까지 2년마다 

발간되었고(1940년은 예외), 그로 인해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조사 

시점 사이의 2년 이내에 신설과 해산이 모두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수록 대상

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생존기간이 2년 미만인 회사들 중 상당수

가 분석대상에서 누락되므로,『요록』을 이용할 경우 회사 생존력에 대한 과

대추정 - 특히 신설 초기 - 이 이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식민지기 당시 회사

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였으므로 신설 후 2년 내에 해산하는 회사의 비중이 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정 결과의 오차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요록』을 이용한 연구들은 연속되는 두『요록』에 등장할 경우, 회사

가 2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생존율을 추정하였는데,

이 경우 위와는 반대로 회사의 생존력을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

를 들어, A 회사는 1922년 1월 신설되어, 1925년 4월 해산되었다고 하자. 이 

회사는 1923년『요록』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지만, 1925년『요록』에는 수록되

지 못하였다. 조사가 그 해 8월에 이루어진 까닭이다. 따라서 A 회사는 실제

로는 3년 3개월간 존속했음에도『요록』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2년 이상 생존

하지 못한 회사로 분류된다. 이처럼 실제로는 2년 이상 존속했음에도3) 분석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

되는 반면, 2년 미만 존속했음에도 2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4) 결과적으로 이러한 집계 방법은 회사의 생존력을 

과소추정하게 된다.

셋째, 연속해서『요록』에 등장할 경우, 회사가 2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판

단하는 방식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logit) 분석 및 프로빗 

3) 같은 논리는 4년 이상, 6년 이상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일부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조사시점이 몇 차례 변경된 까닭이

다. 조사시점을 보면, 초기에는 8월이었는데, 1927년에는 6월로, 1929년에는 3월로 

바뀌는 등 여러 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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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도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二項從屬變數 모형은 

회사를 특정 기준 - 여기서는 2년 이상의 생존 여부 - 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

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의 방식으로 분류할 경우, 동일하게 2

년 이상 존속했더라도, 회사의 설립 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2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반면, 앞서 예시로 든 A사처럼 일부 

회사는 2년 이상 존속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다. 즉 ‘생존’ 집단에 속해야 함

에도 ‘소멸’ 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석결

과에 편의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자료 소개:『朝鮮經濟雜誌』의 「朝鮮に於ける會社の異動」

이처럼『요록』은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자료로서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요록』을 이용한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결과에 상당한 왜곡

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분석에 보다 적합한 자료를 발굴하여 분

석함으로써, 더 신뢰할만한 추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김두얼(200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朝鮮總督府官報』에 

수록된 회사 등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5) 그러나 이 자료에 기재된 회사의 

등기사항은 방대하여, 개별 연구자가 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대신 京城商業

會議所에서 매월 발간한『朝鮮經濟雜誌』6)에 수록된「朝鮮に於ける會社の異動」

(이하『잡지』)을 주로 활용하였다.7)

이 자료는 신설, 증자, 감자, 불입, 상호변경, 해산 등의 사항에 대한 등기를 

실시한 회사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회사명, 주소, 등기연월,

대표자명, 공칭 및 불입자본금, 회사의 목적 등 회사와 관련된 핵심사항이 기

5) 식민지기 회사 관련 데이터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주익종(1991), 김두얼(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이 잡지의 명칭은 1932년부터『京城商議調査月報』로 변경되었다.

7) 후술하듯이 주익종(1991)의 연구에서도 이 자료는 해산율을 구하는 데에 사용되었

다. 그러나 집계치만을 사용했고, 개별 기업의 신설 및 해산등기 기록을 이용한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고에서 시도하는 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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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데, 1920년부터8) 잡지가 폐간되는 1944년 6월까지 매월 수록되어 

있다.9)『잡지』의 데이터는『요록』에 비해 각 회사에 대해 제공해주는 정보

의 양은 적지만, 회사의 해산등기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

『요록』과 같이 자료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의 생존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잡지』의 데이터 중 본점을 조선에 두고 있

는 회사(이하 '본점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10) 동일한 성격

의 자료가『朝鮮銀行月報』에도 수록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분석대상 기간을 

1917년 7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11)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법 

『잡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에는『요록』의 데이터 중 일부를 

활용하여 비교 및 보완 작업을 하였는데,12)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잡지』에 담긴 정보가 등기사항이라는 公的 記錄이긴 하지만, 모

든 등기사항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

에 이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잡지』와 마찬가지로『요록』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본금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관한 기록을 수록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김두얼 2008), 두 자료의 대조 작업을 

통해 신설 및 해산과 관련하여 누락된 정보의 상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8)『잡지』는 1916년부터 간행되었는데, 현재 초기 자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게재 시작 시점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9) 등기 시점과 게재 시점 사이에는 1~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1944년 5

월까지의 등기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10) 참고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 박이택(2010b)의 연구는 조선에 지점만을 두고 있

는 회사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11)『朝鮮銀行月報』의 회사 등기 관련 정보는 1924년 2월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따라

서『잡지』와 회사 등기 정보 수록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이 기간의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출처 -『朝鮮總督府官報』로 추정된다. - 로부터 정보

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요록』의 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입력되어 있는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1940년에 간행된『요록』은 여기에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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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는 역으로『요록』에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간『요록』을 이용한 연구가 여럿 

제시되어 왔으나, 그것이 모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 작성된 자료의 정확도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는데, 비록 그 일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의 신

뢰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러한 결합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생존분석기법과 관련해

서 이점이 있다. 생존분석을 위해서는 신설과 해산등기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

지만, 해산등기 기록이 누락된 회사들도 더러 있을 것이며, 이들 회사가 분석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생존한 것으로 파악되어, 생존력이 과대추정될 가

능성이 있다. 그런데『요록』의 정보를 이용하면, 이들 기업이 적어도『요록』

에 마지막으로 게재되는 시점까지는 생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존분

석에서는 해산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처럼 적어도 특정 시점까지는 생존했

음이 확인되는 자료 - 이를 중도절단자료13)라 함 - 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도 

생존력 추정에 偏倚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자료의 결합은 분석의 정

확도를 더욱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두 자료의 대조 작업은 회사명, 회사형태, 설립시기, 회사 소재지 등의 정보

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14) 이 때 회사명이 상이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들을 비

교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로 분류하였다.15)

자료의 일치 여부는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

다. 그런데『잡지』에는 신설 및 해산등기 기록이 있는 반면,『요록』에는 설

립일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설의 경우에는『잡지』의 신설등기 시점과『요록』의 설

13)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14) 1917년 6월부터 1920년 3월까지는『朝鮮銀行月報』의 정보를 이용하였는데, 이 역

시『잡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요록』과 비교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하에서『잡지』에 관한 사항은『朝鮮銀行月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5)『잡지』에는 상호 변경 등기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 변경

이 그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잡지』에 수록된 상호 변경 등

기 건수는 총 505건이지만,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까지 포함하면 상호 

변경은 855건에 이른다.



135

립일의 차이가 6개월 이내이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조선에서 依用된 

일본 상법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신설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기준은 지나치게 느슨한 감도 있으나, 대부분 1~2개월 정도의 차

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1]『잡지』와『요록』의 데이터 대조 결과

유형 일치 여부 회사수
이용 데이터

신설 해산

0 『잡지』와『요록』기록 일치 9,197 『잡지』 『잡지』

1 『요록』조사대상 시기 벗어남 1,080 『잡지』 『잡지』

2 『요록』조사 시점 사이 2년간 생성ㆍ소멸 1,038 『잡지』 『잡지』

3 『잡지』에 해산등기 기록 없음 589 『잡지』 『요록』

4 『잡지』에 신설등기 기록 없음 177 『요록』 『잡지』

5 해산등기 후『요록』등장 99 『잡지』 『요록』

6 조기에『요록』에서 제외 5 『잡지』 『잡지』

7 『잡지』와『요록』의 신설시기 상이 91 『잡지』 『잡지』

8 『잡지』에 등장하지 않는 회사 161 『요록』 『요록』

9 『요록』에 등장하지 않는 회사 21 『잡지』 『잡지』

계 12,437

주 1: 유형 3에 대해 부연하면, 1942년 이전까지만『요록』에 등장하는데,『잡지』에는 

해산등기 기록이 없는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942년『요록』에 등장하고,『잡

지』에 해산등기 기록이 없는 회사들은 유형 0으로 분류된다.

2: 유형 6은 예를 들어,『요록』에는 1935년까지만 등장하는데,『잡지』에는 1938년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회사들로, 이 경우에는 1937년『요록』에 누

락된 것으로 판단하여『잡지』의 해산등기 기록을 따랐다.

3: 일부 회사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해서 속하고 있는데, 표에서는 이 

중 하나만을 반영하였다.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전체 분류 결과에 큰 영향

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朝鮮總督府統計年報』,『朝鮮經濟雜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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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산 정보를 비교하는 작업이다.『요록』에는 해산 

시점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 회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록』과 그 다음 호『요록』의 발행 시점 사이에『잡지』에 해산등기가 기

재된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16) 또한 1942년『요록』에 등장한 이후,

1944년 6월까지『잡지』에 해산등기가 기재되지 않은 회사들은 모두 분석대상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설 및 해산 기록의 일

치 여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표 

5-1]이다.

여기 정리된 12,437개의 회사는 신설등기 기록이 확인되는 1917년 6월부터 

1944년 5월 사이 설립된 회사들이다. 즉『잡지』 또는『요록』에 등장하더라도 

설립 시기가 1917년 6월 이전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그 이전에 설립되어 두 자료에 등장하는 회사들은 동시기 신설된 회사 중 상

대적으로 생존력이 우수한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킬 경

우, 회사제도 도입 초기 신설된 회사들의 생존력을 과대추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조 결과는 모두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먼저 이에 대해 간략

히 설명한다. 유형 0은 두 자료의 기록이 ‘일치’17)하는 것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 1과 2는『요록』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대조가 이

루어지지 못한 회사의 수이다. 유형 1에 해당하는 것은 1917년 6월부터『요

록』작성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1921년 8월 사이에 신설 및 해산이 모두 이

루어진 회사와 마지막으로『요록』작성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1942년 8월부

터 1944년 5월 사이에 신설된 회사들이다. 유형 2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료의 

성격상『요록』에 누락된 회사들로, 예를 들어 1927년『요록』과 1929년『요

록』의 조사시점 사이인 1927년 8월 신설되어 1929년 2월 해산한 北鮮釀造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비교가 불가능한 회사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두 자료의 

회사 신설 및 해산 기록이 일치하는 비율은 88.9%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16) 예를 들어 B라는 회사가 1935년까지『요록』에 등장하고, 1937년에는 등장하지 않

는데, 1936년 5월에 해산등기를 한 기록이 있으면, 두 자료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17) 여기서의 ‘일치’는 앞서 언급한 판단 기준에 합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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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료 모두 식민지기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零細會社의 경우 정

확한 정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년도 자료를 재사용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요록』이 폐업률을 추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라고 한 육소영(2012)의 지적

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18)

하지만 두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유형 3~9)도 1,0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신설 및 해산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운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잡지』의 기재사항과『요록』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

본적으로는『잡지』의 기재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유형 6, 7)『잡지』는 

등기사항을 기재한 반면,『요록』은 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이므로, 공적 기록

에 우선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잡지』에는 해산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해산등기 시점 이후에도『요록』에 

등장하는 회사의 경우(유형 5),『요록』의 기록을 따르는 것으로 했다. 회사 중 

일부는 해산등기 이후 다시 신설등기를 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들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회사의 두 번째 신

설등기 기록이『잡지』에 누락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둘째,『잡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요록』의 정보를 활용하

였다.(유형 3, 4)19) 또 두 자료 중 한 쪽에서만 확인되는 회사들이 있는데(유형 

8, 9), 이들도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때 유형 3과 8은『잡지』에 해

산등기 기록이 없으므로,『요록』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따라서 해산등기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존분

석기법은 자료 중 일부의 해산 시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들이 일정 시점

까지 생존했다는 정보만을 가지고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18) 육소영(2012)은『朝鮮總督府統計年報』의 회사수에 비해『요록』의 회사수가 많은

데, 전자는 정확할 것이므로『요록』이 해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김두얼

(2008)의 연구에서 전자가 자본금 1만 원 이하인 회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19) 단, 유형 3의 경우 마지막으로『요록』에 등장한 시점 이후 증자, 불입, 상호변경을 

비롯한 해산 이외의 등기 기록이『잡지』에 등장할 시에는 마지막 등기 시점에 대

한 정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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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20)

데이터베이스는 1944년 5월까지 신설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으

나, 생존율 분석 과정에서는 1939년까지 신설된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분석 대

상 시기의 종점에 가까운 시점에 신설된 회사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21), 산업에 대한 통제가 심화된 1940년대 이후 신설된 회사들은 

이전 회사와 성격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

한다. 첫째, 회사형태를 변경한 경우 - 예를 들어,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22)

- 각각을 별도의 회사로 판단하였다. 또 본점을 일본으로 이전하고 조선에 지

점을 설치하거나, 반대로 일본에 있던 본점을 조선으로 이전하여 신설하는 경

우도 있는데, 모두 조선에 본점이 있는 기간만을 생존기간으로 보았다.23) 즉 

앞서 언급한 해산 후 재신설의 경우를 제외하면24), 어떠한 이유에서 신설 또는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두 등기 기록 사이의 기간만을 생존기간으로 

본 것이다.25) 둘째, 회사의 업종 분류는『요록』에 기재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는『잡지』에 업종 분류 사항이 기재되기 시작하는 것이 1931년부터이기 때문

20) 하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잡지』에 신설등기 기록이 있지만, 해산등기 기록이 없

을 뿐만 아니라,『요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도절단자료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없으므로, 생존율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21) Mata et al.(1995), 이병기ㆍ신광철(2005), 염창선ㆍ홍재범(2008), 조필규(2009), 박진

경ㆍ오광호ㆍ김민수(2012) 등은 마지막 5~6년 동안 신설된 회사들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22) 이 경우 해산등기 후 신설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

23) 일본에서의 기업의 생존기간도 포함하려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적 

여건 상 그러한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또 이러한 회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

로,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회사 중에서도 해산등기와 재신설등기 시점 사이의 간격이 큰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한 회사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임의로 해산 후 1년 이내에 신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5) 이렇게 할 경우, 회사의 생존율을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 표

본 중 회사 형태를 바꾸거나, 본점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이전한 경우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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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잡지』에 각 회사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

용하여 업종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할 경우 분류 방식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요록』의 내용을 따랐다. 다만『요록』에 등

장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1930년까지의 회사에 대해서는 ‘목적’의 첫 번

째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1931년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잡지』에 

기재된 업종에 관한 기재 사항을 이용하였다.26) 셋째, 회사의 민족별 구분은

『잡지』에 기재된 회사 대표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허수열

(1988)은 중역을, 김두얼(2008)은 대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박이택(2010b)은 

대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중역 또는 사원을 고려하고 있

다. 그런데 회사 중 상당수는 중역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며,『요록』과 달리

『잡지』에는 대표가 거의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표를 기준으로 민족 

구분을 하였다. 다만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중역 중 이사를 기

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5-1] 각 연도별 회사 신설 및 해산등기 건수 비교

주:『잡지』의 등기 건수 중 1917년의 신설등기 건수는 6월 이후에 대한 것이며, 1944

년의 신설 및 해산등기 건수는 5월까지의 집계치임.

자료:『朝鮮總督府統計年報』,『朝鮮經濟雜誌』.

26) 다만 두 자료의 분류 방식이 다소 다르므로,『잡지』의 업종을 이용하되 이에 해당

하는『요록』의 업종을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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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신설 및 해산등기 건수를 각 연

도의『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 수록된 신설 및 해산등기 건수와 비교해 본다

([그림 5-1]).『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는 1942년까지의 등기에 관한 통계가 수

록되어 있는데, 신설등기 건수는 두 통계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반면 해산등기 건수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1917년 6월 이후 신설

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설되었던 회사의 해산등기 

건수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신설되었던 회사가 많지 않으므로,27)

이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보다 큰 이유는『잡지』에 해

산등기 기록이 누락된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설등기의 경우『잡지』

에 누락되어 있더라도『요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해산의 경

우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

럼 해산등기가 누락된 회사 대부분은 중도절단자료로 분석에 활용되며, 전술

한 바와 같이 이들이 생존율 추정에 편의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

로, 해산등기 건수의 과소집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생존율 분석 

2절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잡지』를 주로 이용하고,『요록』으로 

보완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생존율과 생존요인에 대해 생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란 특정 

‘사건(event)’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이른바 생존기간(survival time)을 분석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통계적 방법’(박재빈 2006)이라고 정

의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의 해산등기이며,

생존기간은 회사의 신설등기 시점부터 해산등기 시점까지이다.28)

27) 1916년 말 현재 존재하는 회사수는 200개가량에 불과했다(김두얼 2008).

28) 물론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

며, 淸算 절차가 종료되어야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하지만 청산에 관한 구체

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곤란하므로, 해산등기 시점을 회사의 소멸 시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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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도절단자료의 예시

그런데 생존분석은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를 포함한 가운데 분석한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계분석 방법과 차이가 있다. [그림 5-2]는 중도절단자료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A사를 비롯한 6개 

회사의 신설 및 해산등기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각 직선의 좌측 시

작점은 신설등기, 우측 끝의 둥근 점은 해산등기 시점이며, 우측 끝의 사각형 

점은 그 이후 이 회사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A사는 분석 대

상 시기 사이에 신설등기와 ‘사건’인 해산등기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존기간의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로 표기한다. 반면 B사의 경우에는 분석 

종료 시점까지 해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9) 또 C사는 특정 시점 이후 

존속 여부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앞서 [표 5-1]에서 본 유형 3이 이

에 해당한다. B나 C사와 같이 분석 종료 시점까지 존속하거나 특정 시점 이후 

상황을 알 수 없는 자료를 중도절단자료라 하며, 이들의 생존시간은   ,  

와 같이 표기한다.30)

29)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942년 발간된『요록』에 등장하고, 이후『잡

지』1944년 6월호까지 해산등기 기록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 종료 시점까지 

생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0) 중도절단자료는 세 가지 형태(Type Ⅰ~Ⅲ)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의 중도절단자료

는 Type Ⅲ에 해당한다. 세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e and Wang(2003)을 참

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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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plan-Meier 분석기법 

이처럼 중도절단자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생존율, 즉 특정 시점까지 ‘사건’

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非母數

的 方法인 Kaplan-Meier 분석(이하 K-M 분석) 기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의 생

존율 추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31)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표 5-2]를 중심으

로 간략히 소개한다.32)

[표 5-2] K-M 분석 자료에 대한 예시

생존기간 사건 중도절단 위험 세트

   

   

   

⋮ ⋮ ⋮ ⋮

   

개 회사의 생존기간 가 개로 구분되며,      ⋯ 라고 하자. 

는 에 해산한 회사의 수를 나타내며, 는 까지는 생존이 확인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존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회사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사건(즉 해산등기)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된 회사의 수를 나타내며,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따라서       가 성립하는데, 바꿔 말하면 위험 세트(risk set)의 

크기는 전기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중도절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

다. 이 때 번째 생존기간에서의 생존확률은  가 되며, 부터 까지의 

31) 이 방법을 이용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김태훈․김상열(2009)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32) 이 부분은 Jenkins(2005)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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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또는 생존함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3)

  Pr ≥   
  



 


 (2)

2. 생존율 추정 결과

위에서 설명한 K-M 기법을 이용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추정한 식민지기 회

사의 생존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로부터 확인되는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해

서 검토해 본다.34)

1) 전체 회사의 생존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전체 회사의 생존율이다. [그림 5-3]에 그 추정 결과

가 제시되어 있는데, 신설 초기에는 해산 비율이 높아, 신설 후 1년 이내에 

10%, 2년 이내에 20% 가량이 해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5년 이내에 

해산되는 비율은 36.5%이며, 신설 회사 중 절반만이 10년 후까지 생존하였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상

대적 수준을 가늠해보는 방법으로 우선 오늘날의 기업에 관한 생존율 분석결

과와 비교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비교에 

적절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 신설된 회사 거의 대부

분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산업, 특정 집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각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기업의 생존율이 千差萬別이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

을지도 애매하다.35) 이러한 생존율의 편차는 산업적 특성, 분석 대상 기업 집

33) 식에서 는 생존기간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34) 선행연구에서는『요록』을 이용한 탓에 2년ㆍ4년ㆍ6년과 같이 특정 시점까지의 생

존율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추정은 장기에 걸친 회사 생존

율의 추이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35) 한신평 기업DB를 이용한 이병기ㆍ신광철(2005)의 연구에서 1984-1994년 창업한 제

조업체의 5년 생존율은 78.3%, 10년 생존율은 63.9%로 추정되었다. 반면 같은 자료

를 이용한 조필규(2009)의 연구에서는 2000-2002년 창업한 IT 중소 제조업체의 5년 

생존율이 61.9%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를 이용한 염창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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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퇴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6)

[그림 5-3] 전체 회사의 생존율

0.
00

0.
25

0.
50

0.
75

1.
00

0 60 120 180 240 300
month

자료:『朝鮮經濟雜誌』.

동시기 일본 회사의 생존율에 대한 정보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宮本又郞(1990)은『農商務統計表』를 이용하여 1895년부터 

1930년까지 일본에서 신설된 회사들의 5년ㆍ10년ㆍ15년 생존율을 그래프로 제

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5년 생존율은 60% 수준에서 정체, 10년 생존율은 40%

정도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15년 이후 상승, 1925년 신설

된 회사의 경우 5년 생존율은 70% 정도, 10년 생존율은 50%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제도가 일본에 더 일찍이 보급되어 발전되어 왔다

는 점을 감안하면, 생존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

의 생존력이 썩 나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홍재범(2008)에서는 1998-2003년 창업한 제조ㆍ유통 ㆍ서비스업 부문 중소 법인기

업의 5년 생존율이 88.3%, 10년 생존율이 71.9%로 제시되고 있다.

36) 이병기ㆍ신광철(2005), 조필규(2009)는 廢業을 退出 기준으로 삼은 반면, 박진경ㆍ

오광호ㆍ김민수(2012)은 ‘不實企業’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생존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염창선ㆍ홍재범(2008)에서도 부실이 기준이다. 한편 이

영찬(2010)은 保證事故의 발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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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록』을 이용한 생존율 추정 결과와의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요록』을 이용하여 회사의 생존율을 추정할 경우,

회사의 생존력이 과대추정되는 요인과 과소추정되는 요인이 竝存한다. 여기서

는『요록』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잡지』를 이용한 추정 결과의 비교를 통

해,『요록』이용 시 추정 결과에 왜곡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

고자 한다. 그런데 직접 비교할 경우, 과대추정 요인과 과소추정 요인에 따른 

왜곡이 상쇄되어 왜곡의 정도가 과소평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두 요인을 

분리해서 보기 위해, 먼저 과대추정 요인의 영향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소추정 요인의 영향도 추정해보는 방식

으로 접근해 본다.

과대추정 요인의 영향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

정한다. 우선『잡지』와『요록』의 조사대상 시기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해서 [표 5-1]의 유형 1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추정한 생존율을 ‘잡지’의 생존율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형 2, 즉

『요록』의 조사기간 사이 2년 내에 신설과 해산이 모두 이루어진 회사들을 

제외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생존율을 ‘요록’의 생존

율이라 칭한다.37) 이 중 전자는 과대추정 요인을 제거한 것이고, 후자는 과대

추정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과대추정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한 생존율을 보면([그림 5-4]), 예상대로 ‘잡지’의 생존

율보다 ‘요록’의 생존율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그림의 하단에는 두 분석결과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해서 검정한 결과를 제시해 놓았는데,

Log-rank 검정과 Wilcoxon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요한 것은 그 편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둘 사

이의 차이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회사 신설 초반에는 생존율 추정 결과의 

차이가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설 1년 후 생존율을 비

37) 물론 이것이 순수하게『요록』만을 이용하여 추정한 생존율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요록』만을 이용했을 때의 생존율을 

추정하는 데에 있지 않고,『요록』이용 시 발생하는 자료 누락에 따른 편의의 크

기를 측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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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보면, ‘요록’은 96%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잡지’는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바꿔 말하면,『요록』에 제시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신설 후 1년 

이내에 해산할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과소추정되는 것이다.

[그림 5-4] 자료별 생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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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rank: Chi-Square= 83.75, Pr>Chi-Square=0.0000

Wilcoxon: Chi-Square=143.73, Pr>Chi-Square=0.0000

자료:『朝鮮經濟雜誌』,『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그렇다면 과소추정 요인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서는 [표 5-3]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5-3]은 생존율 추계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인

데, 김두얼(2008)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2, 4, 6년 시점에서의 추계 결과만 제

시했다.『잡지』의 추계치는 [그림 5-3]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이며, ‘잡지’와 ‘요록’은 [그림 5-4]와 같이 과대추정 요인의 영향을 보기 

위해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이 중 본 연구의 ‘요록’은 과

대추정 요인만이 반영된 것인 반면, 김두얼(2008)의『요록』추정치는 과대추정 

요인뿐만 아니라 과소추정 요인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과소추정 요인에 의한 영향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9-11%가량에 이르고 있다. 과소추정 요인의 영향 정도가 과대추정 요인에 

의한 영향의 정도를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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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생존율 추계 결과 비교

생존기간
본 연구 김두얼(2008)

『잡지』 ‘잡지' ‘요록' 『요록』

2년 80.57 80.79 88.76 77.83

4년 67.75 67.99 74.96 65.42

6년 59.87 60.08 66.24 55.70

주: 김두얼(2008)의 추계치는 1921년부터 1935년까지의『요록』에 처음 실린 회사를 대

상으로 구한 것임. 또 원래 그래프는 조선인과 비조선인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으나, 본 표에는 이를 통합하여 구한 값을 제시해 놓음.

자료:『朝鮮經濟雜誌』,『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이처럼 분해해서 살펴보면,『요록』만을 이용한 생존율 추정 시, 과대추정 

요인과 과소추정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두 요인에 의한 왜곡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탓에,『잡

지』를 이용한 추정치와『요록』을 이용한 추정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결과만을 놓고 보면 두 분석 사이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듯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과대추정 요인과 과소추정 요인에 의한 영향의 차

이가 크지 않다는, 지극히 ‘우연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록』을 이용한 생존율 추정에서는 자료 상 제약으로 인해 상당

한 편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민족별 생존율 비교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조선인이 경영한 회사(‘조선인 회사’)와 일본인이 경영한 회사(‘일본인 회

사’) 사이에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이 더 우수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제도가 조선에 비해 20여 년 앞서 도입되었으며, 19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조선의 회사수는 550여 개에 불과했던 반면, 일본에는 54,000개가 넘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회사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 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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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조선에서 회사를 신설한 일본인 중 상당수는 이미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조선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회사의 생존

율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율보다 낮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허수열(1988)은『요록』을 이용하여 4년 간격으로 회사의 존속

율을 구하여 비교한 뒤,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바는 … 조선인회사의 존속기

간이 일본인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리라는 것이었”으나 “분석의 결과는 

적어도 그러한 예상이 사실과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에는 충분하다”

고 언급하고 있다. 김두얼(2008)은 연속되는 두『요록』에 등장할 경우, 회사가 

2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생존율을 추정하고, 또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최소자승추정(OLS) 및 로짓(Logit) 분석을 시도한 

바 있는데 역시 동일한 결론을 얻었다. 한편 박이택(2010b)의 연구는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한 프로빗(Probit) 분석에서 “조선인 회사의 폐업률은 일본인 회사

의 폐업률보다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이들 연구 결과는 조

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았음을,

더 나아가 오히려 보다 나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직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38) 조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

증적으로 강한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요록』을 이용한 

추정 시 상당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요록』에 누락된, 생존기간이 2년 미만인 회사 

중에는 영세한 조선인 회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

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새롭게 민족별 생존율을 

추정, 비교해 보았다.

38) 이와 관련하여 박이택(2010b)은 조선인 회사의 증자율이 일본인 회사의 증자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선인 회사가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폐업률이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증분석은 추후 과제로 미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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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민족별 생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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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rank: Chi-Square=3.10, Pr>Chi-Square=0.0782

Wilcoxon: Chi-Square=0.17, Pr>Chi-Square=0.6814

자료:『朝鮮經濟雜誌』.

[그림 5-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설 초기에는 일본인 회사의 생

존율이 더 높다가 6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그 이후에는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다. 그림 아

래 제시된 검정 결과를 보면, Log-rank 검정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Wilcoxon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는 Wilcoxon 검정 방식은 위험 세트의 

크기가 더 큰 초기에 대해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므로,39) 두 민족 간 생존율 

차이가 거의 없는 초기 데이터가 더 많이 반영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리

하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요록』을 이용한 

추정 방식이 갖는 편의가 제거되었음에도, 본 연구 결과 역시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율에 비해 적어도 낮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9) 두 검정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재빈(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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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

앞서 본 K-M 분석기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의 사건 발생 위험도가 동일

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생존율 추정 과정에서 자본금 규모, 업종,

지역을 비롯한 회사의 여러 특성이 회사의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소들이 회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회사 생존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K-M 분석기법을 이용한 생존율 추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에 의해 생존율

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까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에 따라 표본을 분할하여 K-M 분석기법

으로 생존율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작업도 가능하며, 앞서 민족을 기준으로 한 

이와 같은 방식의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특성을 많이 반영하면 

할수록 분할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

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며, 또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多變量 생존분석기법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이하 Cox 모형)을 들 수 

있다.40) 이 모형은 생존시간에 대해 어떠한 분포 형태도 가정하지 않으므로 기

본적으로는 비모수적인 분석 모형이지만, 모수적 방법과 같이 모형에 근거하

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므로 準母數的 模型으로 불린다.

Cox 모형은 해저드 함수를 基底危險函數(baseline hazard function)와 共變

量(covariate)에 의한 효과를 곱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만든 것이다. 먼저 해저

드 함수 란 ‘시점까지 생존한 인원 중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

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41)

40) 다변량 분석 시 가장 널리 쓰이는 선형다중회귀분석기법은 생존분석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선형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정규분포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데, 생존분석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생존기간은 우측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하고 

있으며, 둘째 선형회귀분석 방법으로는 중도절단자료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재빈 2006). Kalbfleisch et al.(2011)에 따르면 해저드 모형은 중도절단된 관찰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一致性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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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
∆
Pr ≤   ∆ ≥ 

 lim∆ →
∆
Pr ≤   ∆

(3)

식 (4)는 이를 기저위험함수와 공변량에 의한 효과를 곱하는 형태로 전환한 

Cox 모형인데,  가 기저위험함수이며, 모든 공변량 가 0일 때 시점에서

의 해저드를 의미한다. 는 공변량  ≤  ≤ 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

으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된다.

        
       ⋯    (4)

회귀계수 는 공변량 가 해저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며,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42) 그런데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공변량 에 의한 효과의 크기는 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예

를 들어, 업종의 차이가 해저드에 미치는 효과는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

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변량은  에 ‘비례해서’ 해저드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 모형이 ‘비례’ 해저드 모형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43) 이하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친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조선인 회사의 생존

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더 높음을 제시해 왔으며, 앞 절에서 도출한 생존함

수 역시 이러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추정 상의 편의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이 크며, 생존함수 도출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반면『잡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Cox 모

41) 앞서 언급했듯이 는 생존함수로, 시점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42) 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모델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 대신 Cox가 제안한 부분

우도(partial likelihood)를 이용한다.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은 사건이 발생한 때의 

우도만 고려되고, 중도절단에 대한 우도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박재빈 2006).

43) 이러한 제약을 두지 않고 공변량 에 의한 효과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時間從屬型(time-dependent) Cox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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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요록』이 갖는 자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분석결과가 민족별 회사 생존력에 대해 

보다 신뢰할만한 추정 결과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변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해 

왔다. Mata et al.(1994)은 기업의 창업 규모, 산업성장률, Honjo(2000)는 기업 

진입률과 기업의 나이(업력)가 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 Box(2008)는 기업의 규모와 업력, 창업 시기의 경제상황 등이 생존율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들도 대체로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생존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쓰인 식민지기 자료는 오늘날의 자료에 비해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

공해 주고 있으므로, 자료가 제공하는 제한된 범위의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포함한 것은 업종, 회사형태, 민족, 실질자본금, 지

역, 설립시기, 도시 여부이며, 모두 더미변수 형태를 취하였다.44) 각 변수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업종 더미의 경우, 요록에는 업종이 15개로 분류되

어 있으나, 박이택(2010b)의 분류 방식을 따라서, 이를 다시 6개로 재분류하여 

더미 값을 부여했으며, 농림업이 업종더미의 기준이 된다.45) 회사형태 더미는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인적회사인 합명, 합자회사도 많았으므로, 회사형태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시켰으며, 합명회사가 기준이 된다.46) 본 연구

에서 주된 관심사항 중 하나인 민족 더미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해 각기 값

을 부여했으며,47) 일본인이 기준이다. 회사의 규모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자본금 더미를 넣었다. 실질자본금은 설립 등기 시의 불

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으며, 1936년을 100으로 놓고, 디플레이터(deflator)를 

44) 실질자본금을 더미 변수 형태로 넣지 않고, 자연대수를 취하여 넣어서도 분석을 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45) 재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박이택(2010b) 참조.

46) 주식합자회사도 소수 설립되었는데, 분석의 편의상 주식회사에 포함시켰다.

47) 기타로 분류된 회사도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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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48) 1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10만 원,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에 대해 각기 다른 더미 값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지역 더미는 

전국을 8개 도로 나누어 부여하였으며, 설립시기 더미는 5년 단위로 묶어서,

도시 더미는 설립 시 소재지가 府인지 郡인지에 따라서 값을 부여했다.

3.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회사는 총 9,866개인데, 이 중 자료가 일부 갖추어지지 

않은 51개 회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9,815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4]는 이들 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

은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모형 (2)는 모형 (1) 분석결

과 대부분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더미 변수 - 즉 지역․설립연도․도

시 더미 - 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3)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는 합자회사 더미를 제외하고, 회사형태를 인적회사와 주식회사로

만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는 Hazard ratio와 z 값을 제시해 놓았는데, Hazard ratio가 1보다 크면 

더미변수의 기준에 비해 생존율이 낮음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기준에 

비해 생존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형 (1)의 업종 중 광공업의 계수

는 1.372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업종의 

기준이 되는 농림업에 비해 광공업의 해저드(hazard)가 1.372배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된다.

세 모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특징 두 가지

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첫째, 분석결과는 박이택(2010b)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

르지는 않다는 점이다.49) 물론 자료와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이 다르므로, 다

소 상이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사한 면이 많다. 즉 박이

택(2010b)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업이,

회사형태로는 인적회사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0) 또 도시 더미는 

48) 이 과정에서 박기주ㆍ김낙년(2011)에 제시된 디플레이터 추계 결과를 이용하였다.

49) 박이택(2010b)에 제시된 분석결과 중 본 연구와 변수 설정이 가장 유사하게 되어 

있는 모형 11의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참고로 이 모형에는 본 연구와 달리 

지점 더미(조선에 본점을 두었는가 여부), 연도 더미, 연령 더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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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전체 회사의 생존요인 분석결과

(1) (2) (3)

Hazard

ratio
z 값

Hazard

ratio
z 값

Hazard

ratio
z 값

업종

광공업 1.372*** 4.14 1.404*** 4.47 1.401*** 4.44

상업 1.421*** 4.76 1.421*** 4.82 1.415*** 4.77

운수창고통신업 1.800*** 7.23 1.801*** 7.30 1.801*** 7.27

금융업 1.573*** 4.75 1.568*** 4.77 1.564*** 4.74

기타 1.187** 1.98 1.185** 1.97 1.178* 1.92

회사형태
합자회사 0.968 -0.74 0.956 -1.02

주식회사 0.611*** -9.58 0.624*** -9.23 0.646*** -11.23

민족 조선인 0.867*** -4.34 0.896*** -3.57 0.899*** -3.47

실질

자본금

10만 원 이하 0.858*** -4.48 0.873*** -4.04 0.876*** -3.95

100만 원 이하 0.619*** -7.07 0.633*** -6.86 0.637*** -6.79

100만 원 초과 0.738** -2.00 0.731** -2.07 0.735** -2.04

설립시기 더미 Yes No No

지역 더미 Yes No No

도시 더미 Yes No No

표본 수 9,815 9,815 9,815

Log likelihood -41,999.09 -42,054.85 -29,750.73

LR chi-squared 585.4*** 473.89*** 235.04***

주 1: 실질자본금은 1936년을 기준으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설립 

시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2: 각 더미변수의 기준은 각각 업종(농림업), 회사형태(합명회사), 지역(강원도), 설립

시기(1920년 이전), 민족(일본인), 실질자본금(1만 원 이하), 도시(군)임.

3: 민족 더미에는 기타도 있으나, 위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4: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朝鮮經濟雜誌』.

50)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박이택(2010b)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데, 이는 이 부문에서 합병이나 매수에 의한 대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박이택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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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민족별로 보면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일

본인 회사의 생존율에 비해 높은 것도 동일하다. 게다가 지역별로 볼 경우, 표

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함경도의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정리하면, 앞서『요록』을 이용할 경우, 자료가 갖

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분석결과상의 편의가 생각만큼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수의 계수가 대부분 1% 유의수준에

서 유의할 만큼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의에 의해서는 

분석결과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요인은 

박이택(2010b)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모형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요

록』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사이 기업이 생존했는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도 장기간에 걸쳐 생존했

으면, 표본에 複數로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박이택(2010b)의 표 5의 경우, 식

민지기 존재한 회사는 10,000여 개인데, 표본수는 28,368개로 제시되고 있다.

즉 회사당 3개 정도의 꼴로 표본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인에 의한 편의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일례로 1922년 1월 신설되고, 1929년 1월 해산한 회사가 있다

고 가정하자. 이 회사는 실제로는 7년 동안 존재했으나, 1923ㆍ25ㆍ27년 3개년

도의『요록』에만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표본은 3개가 형성되

는데, 종속변수는 1이 두 개, 0이 한 개일 것이다51).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이 

(동일하게 7년 간 생존했음에도) 1922년 10월 신설되고 1929년 10월 해산했다

면 1929년까지 총 4회『요록』에 등장하였을 것이고, 이 회사에 대한 표본 4개 

중 종속변수는 1이 세 개, 0이 한 개일 것이다.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분석에 

쓰이는 독립변수들(업종, 회사형태, 실질자본금 등)의 값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의 회사에 대한 여러 표본 중 종속변수가 1인 표본이 

하나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된다. 물론 이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라고 보기

는 어려우나, 회사당 표본이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속변수가 1에서 0으

51) 1923-25년 사이 및 1925-27년 사이 존속했으므로 종속변수는 1, 1927-29년 사이는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므로 종속변수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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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에 따른 편의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박

이택(2010b)의 분석결과 사이에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도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점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요록』이 갖고 있는 자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편

의를 제거하고 분석을 하더라도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조

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적 제약으로 인해 보다 진

전된 논의를 전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와 인적회사(합명 및 합자회사)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분

석한 결과도 살펴본다. 이렇게 회사형태별로 나누어 분석을 한 것은 [그림 5-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합명 및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에 생존함수가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인적회사는 업종 구성, 자본 규모 등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5-6] 회사형태별 생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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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朝鮮經濟雜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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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회사형태별 생존요인 분석결과

주식회사 인적회사

(4) (5) (6) (7)

Hazard

ratio
z 값

Hazard

ratio
z 값

Hazard

ratio
z 값

Hazard

ratio
z 값

업종

광공업 1.094 0.81 1.100 0.87 1.666*** 4.73 1.707*** 4.98

상업 1.167 1.35 1.158 1.31 1.646*** 4.83 1.637*** 4.83

운수창고통신업 1.739*** 4.87 1.799*** 5.19 1.818*** 5.12 1.774*** 4.93

금융업 1.481*** 2.90 1.506*** 3.09 1.571*** 3.33 1.572*** 3.36

기타 1.055 0.37 1.065 0.44 1.355*** 2.62 1.362*** 2.70

민족 조선인 0.816*** -3.19 0.793*** -3.73 0.863*** -3.81 0.933** -1.96

실질

자본금

10만 원 이하 0.861* -1.65 0.849* -1.84 0.879*** -3.44 0.897*** -2.99

100만 원 이하 0.703*** -3.16 0.676*** -3.71 0.482*** -5.67 0.497*** -5.46

100만 원 초과 0.804 -1.23 0.742* -1.74 0.553 -0.83 0.567 -0.80

회사형태 더미 No No Yes No

설립시기 더미 Yes No Yes No

지역 더미 Yes No Yes No

도시 더미 Yes No Yes No

표본 수 3,312 3,312 6,503 6,503

Log likelihood -9,459.86 -9,471.02 -29,750.73 -29,807.85

LR chi2 110.66*** 88.33*** 235.04*** 120.80***

주 1: 실질자본금은 1936년을 기준으로,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설립 

시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2: 각 더미변수의 기준은 각각 업종(농림업), 회사형태(합명회사), 지역(강원도), 설립

시기(1920년 이전), 민족(일본인), 실질자본금(1만 원 이하), 도시(군)임.

3: 민족 더미에는 기타도 있으나, 위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4: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朝鮮經濟雜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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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에 대한 것은 모형 (4), (5)

이며, 모형 (6)와 (7)은 인적회사에 관한 것이다. 표를 보면, 앞서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회사에 

대한 분석결과의 경우, 업종․실질자본금 더미의 계수 중 상당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생존

율 순위가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민족별로 보면, 앞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주식회사와 인적회사 모두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더 높으며, 5% 유의수준에

서 유의한 모형 (7)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업종․실질자본금․회사형태 등이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식민지기 회사 생존율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문

제라 할 수 있는 현상, 즉 조선인 회사의 생존율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율보다 

높은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잡지』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편의를 제거한 뒤에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제5절 맺음말

제5장에서는『잡지』에 제시된 회사 등기 기록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한 뒤, 생존분석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Kaplan-Meier 분석기법 

및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요록』과『잡지』의 데이터를 비

교하는 작업을 통해, 두 자료 모두 식민지기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요록』이 갖

는 자료적 신뢰성에 대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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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요록』이 생존율 분석 자료로서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즉

『요록』의 데이터에는 조사 시점 사이 2년 이내에 신설과 해산이 모두 이루

어진 회사가 누락된다는, 회사의 생존율을 과대추정하게 하는 요인과 2년 이상 

생존했음에도 분석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이 존재한

다는, 생존율을 과소추정하게 하는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생존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종속변수 모형을 이용할 경우, 동일 기간 

생존했음에도 회사의 설립 시점이라는 ‘우연적’ 요인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분

류되어 분석 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잡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에 걸친 생존율의 추이를 제시하였

으며, 이를 토대로『요록』을 이용한 생존율 추정 결과에 얼마나 편의가 발생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과대추정 요인과 과소추정 요인 

모두 생존율 추정에 상당한 편의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대추정 

요인은 생존율을 6-8%가량, 또 과소추정 요인은 9-11%가량 왜곡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다만『요록』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위

의 두 편의가 상쇄되는 결과, 생존율 추이가『잡지』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우

연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넷째,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한 생존요인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의『요록』을 이용한 프로빗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는 민족별로 생존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단지『요록』이 갖는 자료적 제약에 기인하여 나

타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의를 지님과 더불어,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

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

서 과제로 남겨져 왔던 문제, 즉 조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

력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았던 이유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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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 章

유한책임ㆍ법인격의 부여ㆍ주식의 양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제도

는 새로운 경제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자본의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각국의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牽引車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

가 아니어서,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이식받아 출현한 회사제도는 지난 100여 

년 간 경제성장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활용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대규모 자본조달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주주와 경영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회사제도의 진화는 이러한 문

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이러한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던 회사제도 도입 초기

의 취약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사제도가 어떻게 대규모 자본조달 機制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기업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은 무

엇을 근거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업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주식회사는 정보 비대

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

로, 한국 근대 초기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회사에 관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각 장별

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朝鮮總督府官報』에 수록된 20세기 초 조선의 합명․합

자회사의 신설등기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사적 특징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는 데에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朝鮮總督

府官報』에 수록된 합명․합자회사의 신설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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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달리, 합자회사에 비해 합명회사

의 자본금 규모가 더 컸고, 인적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

으며, 인적회사의 평균 사원수도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합자회사가 ‘부유한 

투자가’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되었다는 기존의 연구 성

과로는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해준

다.

조선의 인적회사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

해, 이것이 일본을 통해 회사제도를 이식받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하여,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과 상이한 금융환경 - 합명회사

의 이점이 감소하고, 유한책임에 대한 거부감이 개선된 상황 - 에서 회사제도

를 이식받았음을 확인하였고, 그 영향이 조선에도 경로의존적으로 미치게 되

어 합자회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아울러 회사형태 결정

에 관한 로짓 분석을 실시, 사원수가 많았던 점도 합자회사 비율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을 보였고, 금융환경의 차이가 회사형태 활용 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본의 회사제도 이식 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기

본 가정이 지지되는 결과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동아시아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해명하려 시도했다

는 점에서 초기 회사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2장에서는 식민지기 기업들이 株金分割拂入制度를 선호한 것에 대해 가설

을 제기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식민지기 기업들이 주금분할불입제도를 선호한 것은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

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이 정보비대칭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자본조

달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자본조달순

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기반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추가불입 가능 기

업과 추가불입 불가 기업의 자본조달 패턴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가설에 대

해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기업들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자본을 조달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채를 자기자본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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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했으며, 자금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가불입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서 자

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여, 신주발

행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이 높았던 상황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러한 한계

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人的 連繫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업금융 및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하

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인적 연계의 실태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1920년대 이후 합병․매수로 인해 보통은행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1928년 은행령 개정으로 은행과 기업 경영진을 兼任하는 데

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은행과 인적으로 연계된 기업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한편 은행과 연계된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기업의 기초통계량

을 비교해 본 결과, 연계 기업은 비연계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과 배당률이 높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에는 거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계 기업과 비연계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채비율, 수익률,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연계 여부를 나타내는 더

미 변수를 포함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앞의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민지기 은행-기업 간 인적 연계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인 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은행들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 은행 중역 중 상당수가 은행의 대주주이기

도 하여 중역 간 상호 감시의 유인이 컸다는 은행 내부적 요인이 내부자에 대

한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인적 연계에 기반한 불건전한 대출을 가로

막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朝鮮會社事業成績調』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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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먼저 식민지기 조선 내 기업들의 배당률 수준과 배당률 결정요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당시 평균배당률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5.5~6.5%, 배당가능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6.5~7.5% 정도였으며, 당시 선진

공업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당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토빗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수익률,

연령, 자본금 규모, 부채비율 등이 배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기업은 왜 배당을 변화시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는

데, 배당의 안정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변동시

키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제도적 규제로 인해 배당을 실

시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았으며, 배당가능기업 중에서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

는 기업이 많았다. 또 충분히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개시

하는 기업의 비중도 높았다.

배당률의 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기 대비 금기 수

익률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당의 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

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

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이 대륙법 체계 국가였다는 점, 배

당에 대한 규제가 심한 편이었다는 점과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배당의 

안정성이 낮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朝鮮經濟雜誌』의 회사 등기 기록을 가지고, Kaplan-

Meier 분석기법 및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여,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

율을 추정하고 생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朝鮮銀行

會社組合要錄』과『朝鮮經濟雜誌』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 

자료 모두 식민지기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식민지기 회사의 생존율 분석에 주로 활용되어 

온『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 생존율 분석 자료로서 갖고 있는 한계, 즉 조

사 시점 사이 2년 이내에 신설과 해산이 모두 이루어진 회사가 누락된다는 점

과 2년 이상 생존했음에도 분석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류되는 회

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생존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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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할 경우, 동일 기간 생존했음에도 회사의 설립 시점이라는 ‘우연

적’ 요인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朝鮮經濟雜誌』를 이용하여 생존율의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생존율 추정 결과에 얼마

나 편의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 과대추정 요인은 생존율

을 6-8%가량, 또 과소추정 요인은 9-11%가량 왜곡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넷째, Cox의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한 생존요인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와 마찬

가지로 조선인 회사의 생존력이 일본인 회사의 생존력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는 민족별로 생존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는 것이 단지『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 갖는 자료적 제약에 기인하여 나타

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제도 성립 혹은 이식 시점에서의 경제 환경의 차이가 

제도 활용 양상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경로의존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

여주다는 점, 회사제도 도입 초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

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 생존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당시 기업들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자료

적 제약, 연구 방법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계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적 제약 등으로 인해 회사제도 활용 양상의 동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2장의 경우에는 1930년대 말의 

데이터만을 이용했으며, 제4장은 1930년대 중반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특히 1930년대 말은 기업의 운영에 대한 戰時統制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특

수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또 1930년대 중반은 식민지기 중 경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식민지기 전체에 대해서 일

반화하여 논의하는 데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자료적 제약에 기인한 바가 큰데, 추후 보다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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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되어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분석에 치중하다보

니, 문화적 요인을 비롯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가운데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례로 제1장에서 다룬 회사형태의 활용

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및 조선의 전통사회의 조직 관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못

하였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해방 이후의 회사제도 활용에 대한 분석과 연계되

어 이해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방 이후에 관한 관련 연구가 거의 不

在한 까닭에 한계가 있다. 해방 이후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활용 가능한 자료

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근 외

(2008)에서 1950- 1970년대의 기업에 대한 통계 구축 작업이 상장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의 상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

려할 때, 회사제도 활용의 전반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도 가공된 집계자료만 확인될 뿐, 개별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미시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序章에서 언급했듯이, 오

늘날 우리나라의 회사제도 활용 양상은 특수하며, 또 그것이 최근 갑작스레 

나타난 현상은 아님을 고려하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회사제도에 대한 접

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크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의 발

굴이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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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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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poration system characterized by limited liability and legal entity,

with allowing raising large capital, has played a role of locomotive for

economic growth of modern countries. As well in Korea, the corporation

system that emerged by receiving transplant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Japan has played a decisive role for the formation of capital necessary for

the economic growth.

However, in the corporation, th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stakeholders, such as management and shareholders, minority sharehold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shareholders has occurr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se problems, the company system has

evolved.

But it is not well-known how the company system was able to serve as

a capital raising mechanism, in a fragile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company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a state where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is limited, how can companies receive

investment? We tried to empirical analysis using micro data in order to

confirm how can entrepreneurs overcome the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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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has not

been provided suffici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We analyzed records of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or the partnership in 19th

century, showed that in Korea limited partnership never been used for the

funding from "wealthy investors".

To understand why these features appear, we examined peculiarities

appearing in the course of implantation of the company system in Japan.

And we concluded that the company system was transplanted into Japan

under financial environment - situations where the benefits of partnership

were reduced and reluctance for limited liability was decreased -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Europe and America. Because of path-dependency,

the proportion of limited partnership had become higher in Korea where

used the institutions of Japan. Also, by logit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we confirmed the fact that

partnerships had more partners on average in Korea acted as a factor to

increase the ratio of limited partnership.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reason why many corporations had

preferred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We hypothesized that the cost

of financing due to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could be

reduced through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and tried to verify the

hypothesis by using a model based on the pecking order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ions raised capital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ecking

order theory. Second, corporations using the installment are less dependent

on debt when raising capital. The results of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the hypothesis that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worked

effectively to overcom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to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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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 of financing.

In Chapter 3, we analyzed interlocking of director between bank and

corpo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i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ng. Firstly, since the 1920s the number of

commercial banks had been reduced by consolidation and due to the

revision of the Bank Law of 1928 interlocking of directors was restricted,

number of bank-affiliated firms had decreased. The results of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rporate financing

showed that bank affiliation affected size of the company, the dividend rate

and the rate of return positively. But the debt ratio to assets of bank-

affiliated firms was similar to that of non-affiliated firm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interlocking of directors did not adversely a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We determined that the reason was that banks at

the time were in a situation where they must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insiders.

In Chapter 4, we performed analysis of corporation's dividend policy of

the colonial period. The average dividend rate of the entire corporation was

5.5 to 6.5% and that of corporations which could pay a dividend was 6.5

to 7.5%. Also, as in the previous studies, results of tobit analysis which

performed to confirm the determinants of the dividend, revealed that the

rate of return, age, capital size, debt, etc. affected the dividend.

I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dividend, we found that the level

of stability of the dividend was not high in Korea.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changes in the dividend, it was confirmed that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rate of return was most important. Finally, we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profitability in the future could be predicted by

dividend changes.

In Chapter 5, we investigated viability of companies during the period

1917 to 1944, using various information recorded in the Journal of Korean

Economy(『朝鮮經濟雜誌』). We used Kaplan-Meier model to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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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rate of companies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survival of companies. Three notable findings emerged

from this study.

First, we showed that Biennial Reviews on colonial Korea's bank, firm and

cooperative associations(『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which used mainly in

previous studies have many problems to estimate viability of companies.

Second, we estimated survival rate of companies in Korea using

Kaplan-Meier model. Comparing with th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stimation in previous studies using Biennial Reviews has serious bias. Third,

the result of survival analysis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ed that Korean-owned companies had stronger viability than

Japanese-owned companies 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Keywords: company system, information asymmetry,

payment by installments of stocks, interlocking of director,

dividend policy, relationship banking,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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