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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채무형태와 배당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채무형태(공공 회사채 또는 민간 은행채무)는 기업이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들은 평균적

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특히 공공 회사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신용등급 보유기업)이 전적으로 민간 은행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에 비해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배당

지급시 안정적인 배당(Lintner style dividend smoothing)을 보다 선호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배당은 신호

(signaling)를 발송하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자본조달시 회사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낮은 은행채무에 의존하는 기

업에게는 배당의 이러한 역할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

로 회사채를 사용하는 기업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발행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배당

정책을 채택할 유인이 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주요어 : Lintner 배당 스무딩, 신용등급, 정보비대칭, 신호, 대리인 문제

학 번 : 201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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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Miller and Modigliani(1961)는 완전자본시장의 가정에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와 무관련(dividend irrelevance theory)하고, 배당은 투자와 독

립되어 결정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세금, 거

래비용, 불확실성, 정보비대칭 등 다양한 불완전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MM의 배당무관련 이론은 기업 내부자,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

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내부자가 기업의 수익성, 미래의 투자전략, 업

종 전망 등 기업 활동에 대해 외부 투자자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는 비

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배

당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배당의 지급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배당을 정기적이며 안정

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호발송(signaling)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러한 배당정책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경제주체는 기업의 소유주주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채권자의 관점에서

신호와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의 역할을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의 채무형태와 배당정책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정보 비대칭 완화 관점에서의 배당의 역할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져 왔다. Rozeff(1982)는 배당의 증가가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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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는 반면, 외부자금조달에 따른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서,

이러한 두 상반되는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적배당성향이 존재할 것

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배당성향은 과거와 미래 매출성장

률, 베타 계수, 내부자 주식보유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기업의 보통주 주주수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그는 높은 매출성장률은 상당한 투자수요를 의미하고, 높은 베타계

수는 기업의 재무 및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모두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배당과 음의 관

계를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내부자 주식보유비율이 낮고 보통주 주주

비율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지급이 대리

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asterbrook(1982)은 대리인 비용을 두 개의 형태, 즉 Rozeff(1983)가

언급한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과 경영자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비용으

로 구분하고 배당의 대리인 비용 완화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자

신의 보수가 기업성과와 긴밀히 연계된 경영자는 기업의 성과가 악화되

어 자신의 보수 역시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안전한 투자안을 선호한다고 하였

고 파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

주는 위험한 투자안이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으

므로1) 경영자와는 반대되는 선호를 지니는데, 이때 주주는 배당지급을

통하여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Jensen(1986)은 잉여현금흐름이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인 문제를 야기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배당과 부채가 잉여현금흐름의 대리인

1) 주주는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채권자는

투자안의 실패 리스크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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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Agrawal and Jayaraman(1994)은

Jensen(1986)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로 무부채기업의 배당성향이 부채

기업의 배당성향에 비해 높고, 무부채기업 중 경영자 소유지분률이 낮은

기업이 배당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Bhattacharya(1979)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

보를 보유하고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이득의 세율이 더 높다는 가정에서

배당은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양호하다는 신호발송 기

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지

는 경우 높은 배당지급을 위해서는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우수한 기업

이 수행하는 높은 배당을 흉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Miller

and Rock(1985)은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내 사적 정보를 배당정책을 통해 시장에 전달할

경우 배당의 신호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배당의 정보 비대칭 완화 기능이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사실

을 감안할 때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불필요하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La Prota

et al.(2000)은 기업이 소수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내부자들에 의해 모니

터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주주가 직접 내부경영을 관리하

는 경우 신호를 발송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였다. 기업의 소유

주주들이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 비대칭 완화 관

점에서 배당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모습이 채무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Aivazian et

al.(2006)은 공공 회사채 시장이 민간 은행시장에 비해 정보 비대칭 정도

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제에서 기업의 채무형태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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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그들은 특히 공공 회사채시장에 접

근할 수 있는 기업(신용등급 보유기업)이 전적으로 민간 은행시장에 의

존하는 기업에 비해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며, 배당지급시 보다

안정적인 배당(Lintner style dividend smoothing)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Aivazian et al.(2006)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조달 시장

에서도 정보의 비대칭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

기업의 채무형태와 배당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1999년～2012년의 14개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배당과 기업특성

자료, 신용등급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배당정책 이론, 자본조

달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공공 회사채 시장과 민간 은행시장 간)을 중

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절로 구분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제1절은 표본 선정 및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기업특성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기술한다. 제2절은 기업의 배당지급 확

률과 신용등급 보유확률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제3절

은 신용등급 보유유무를 감안한 Lintner style 배당조정모형을 추정한다.

제4절은 금융위기 전후의 Lintner style 배당조정모형의 구조변화(stru-

ctual change)를 살펴본다. 제5절은 전체 표본을 하위 표본으로 나누어

강건성 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

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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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Miller and Modigliani(1961)는 기업의 자금의 원천과 수요에 기반하여

배당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잔여배당이론(residual dividend policy)을 도입

하였다. MM의 잔여배당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정책을 투자와 자금

조달결정의 부산물로 간주하여, 투자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남는 현금을

배당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자기자본비용보다 기업의 재투자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배당하기 보다는 사내에 유보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이 예상하는 투자 기회에 따라

기간별 배당지급액의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을 시사한다.

잔여배당이론의 논리에서는 다음 4가지 기업특성이 배당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자금의 원천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투자기회에 대처할 재원조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지

급하게 된다. 두 번째, 투자율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배

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미래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은 미래

투자를 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므로 배당을 적게 지급할

것이다. 네 번째, 채무제약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자비용 증가로 재원조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낮출 것이다.

이와 달리 Lintner(1956)는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

에 대하여 경영자와 인터뷰를 실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은 배당액

수준보다 배당액 변화를 더 중요시하며 이익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만 배당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업은 목표배당성

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목표 주당배당액과 전기 주당배당액 간 불일

치가 발생하면 차이의 일정비율만큼을 배당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으

로 기대했다. Lintner(1956)는 이러한 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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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통계적으로 실증분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배당조정모형을 제시

하였다.

   
      

        
        

(1)

단,  =  기업의 배당조정계수


   × ( 기업의 년 목표 주당배당액)

=  기업의 년 주당순이익

=  기업의 목표배당성향

(1) 식에서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 (2)식을 얻을 수 있다.

         
     

(2)

Lintner(1956)는 (2)의 식을 추정하여, t 년 주당순이익(EPSt)의 회귀계

수 는 0.15, t-1년 배당지급액(DPSt-1)의 회귀계수 는 0.7 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영자 인터뷰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

로 Lintner(1956)는 배당조정 과정에서 전기 주당배당액이 당기 주당순

이익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전기배당수준을 유지하는 안

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Lintner(1956)는 기업이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적응적 과정

(adaptive process)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안정적

배당정책을 Lintner style 배당 스무딩(dividend smoothing)이라고도 하

며, 배당 스무딩은 일반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가운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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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간주되고 있다.

배당 스무딩 및 대리인 문제와 관련한 안정적 배당정책의 역할에 대한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Allen et al.(2000)은 기관투자자와 같은 외부 대주

주들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언급하면서, 기업은 배당

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외부 대주주의 기업감시 정도를 완화하려 한다

고 주장했다. Fudenberg and Tirole(1995)는 기업소유주와 경영자간 정

보비대칭 현상 속에서 배당 스무딩 현상을 발생시키는 최적계약모델

(optimal contracting model)을 제시하였다. Learly and Michaely(2011)은

기업설립연수가 짧은 소규모 기업, 낮은 배당수익률을 가진 기업, 이익

변동성이 큰 기업의 배당 스무딩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로 성장전망이 낮고(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낮으며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캐시카우(cash cow) 기업일수록 배당을 스무딩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배당 스무딩 현상은

지난 8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평했다. 관련하여 국내문헌

을 살펴보면, 고영경, 조성욱(2012)은 배당 스무딩을 이익금이 배당의 변

화에 미치는 속도로 평가한 결과,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하고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채비율, M/B 비율이 낮고

수익성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배당 스무딩 정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장승욱, 임병진(2010)은 기업규모, 최대주주 지분율, 성장기회, 수익성, 외

국인 지분율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특성임을 실증분석

하였다. 신민식, 김성환, 김수은(2008)은 잔여배당이론, 배당신호이론, 대

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에 대한 대용변수를 모두 고

려하여 Lintner 배당조정모형을 추정하였어도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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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a Porta et al.(2000)은 대리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업

의 이해당사자(경영자-주주-채권자 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구조

에 의해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관점에서 주식 소유권이 분산된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큰 기업이라면 배당

스무딩 정책이 최적일 수 있지만, 이익과 내부경영을 직접 관리하는 정

보 비대칭 정도가 작은 내부 주주에게는 배당 스무딩 정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유사한 논리가 채무시장(공공 회사채 시장과 민간 은행채무 시장)에서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회사채 시장이 민간 은

행시장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iamond(1984)는 은행이 회사채에 비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의 감소를 제시했다. 은행은 기업의 경영진과 내부기밀 정보에 대한 접

근이 보다 수월하여 대리인 문제 및 신호발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은 기업과 신용거래를 시작한 후, 영업활동 과정에

서 기업이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출 기업이 모기지 형태로 매

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배당과 유사한 신호발송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이 최소의 비용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았다. Black(1975) 역시 은행은 금리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규칙

적으로 그들의 신용정보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다른

신용공급자들보다 기업 감시에 비용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James

(1987)는 기업의 거래신용 공시가 주식시장에서 1.7%의 2일 비정상 수익

률을 보고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면서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 신호를 발송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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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기관이 대출 기업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은행 채무와 반대로,

회사채 시장은 분산된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Aivazian et al.(2006)은 미국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기관투자자(보험회

사, 예금취급기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지분율이 1999년 기준으로

4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즉, 회사채 시장은 은

행에 비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기관투자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채 시장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ivazian et al.(2006)은 이와 같이 자본조달 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배당이 정보 비대칭 정도를 완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채무형태와 배당정책간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

보 비대칭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공공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

즉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적으로 민간 은행채무에 의존하

는 기업에 비해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한 공공 회사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스무딩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 은행채무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Aivazian et al.(2006)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조달 시장

에서도 정보의 비대칭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

기업의 채무형태와 배당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채무시장 가운데 공공 회사채 시장을 이용하는지 아

2) 1990년 62%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Aivazian et al.(2006)은 회사채에 대한 외

국인 지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소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2

년 기준으로 회사채의 73.9%를 예금취급기관, 보험 및 연금기금, 기타금융중개

기관, 금융보조기관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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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민간 은행시장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식별은 Aivazian et al.(2006)

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보유유무로 결정한다. 모든 기업은 당좌결제, 단

기예금 및 차입 등 단기성 자금을 운영할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은행

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 회사채 시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

용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은 신용등급 보유를 위해 평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요구되는 수수료도 지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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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설계와 요약통계

본 연구의 표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연도별 자료는 Dataguide에서 추출

하였다. 표본기간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199

9～2012의 14개년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이용 가능한 기업-년 관측치가

수집되었고 총자산이나 총매출이 0인 관측치는 제외하였다. 또한, 자본구

조, 정부규제, 회계처리 등에서 일반기업과 다른 금융 및 보험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수집 결과는 상장폐지, 재상장, 신규상장 등으

로 14개년 동안 모든 기업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이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20,235개의 기

업-년 관측치를 확보하였다. 이 중 배당을 지급한 기업은 52.9%(10,707

개)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을 보유한 관측치의 수는 총 관측치 수의 15.8%인 3,204개였

다.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 중 약 67.6%가 배당을 지급하였다. 반대로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17,031개 관측치 중 약 50.2%(8,542개)가 배당

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BBB- 이상의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관측치 수는

2,332개이며 이중 85.5%인 1,944개의 관측치가 배당을 지급하였다. 조건

부 배당지급 확률을 살펴보면, 전체기업에서의 확률은 52.9%로 나타났으

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조건으로 할 때 확률은 67.6%로,

투자적격등급을 조건으로 할 때는 85.5%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거는 배

당결정이 신용등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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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표본기간 동안의 배당 정책과 기업특성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제공한다. 각 표본그룹별 첫 번째 행에는 평균을 표시하였고, 두 번째 행

에는 중위수를 추가하였다. Div/EBIT는 배당액을 EBIT (eari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로 나눈 값으로 배당성향을 나타낸다. 당기순이

익이 아닌 EBIT를 사용한 이유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특별항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한 배당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전체 표본에서 배당성향은 평균 7%, 중위수 2.1%로 나타났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년 관측치를 제거할 때, 평균 배당성향은 12.9%로

증가하였으며 중위수 역시 13.9%로 증가하였다. 신용등급 보유기업, 신

용등급 미보유기업, 투자적격등급 기업, 투자비적격등급 기업에서도 마찬

가지로 배당지급 표본에서의 배당성향이 배당미지급 표본에서의 배당성

향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11.0%로 나타났는

데,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에서는 6.2%로 감소하였다. 중위수를 보면 신용

등급 미보유기업의 배당성향은 0으로 나타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신용등급 보유기업에서는 6.3%의 배당성향을 나타내었

다.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이 신용등급 보유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배당

을 덜 지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모습을 투자적격등급과 투자비

적격등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회사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기업

들이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역시 높음을 암시한다.

표 1은 또한 앞으로의 분석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게 될 기업특성 변

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표본에서 수익성, M/B 비

율, 투자율, 부채비율은 각각 –6.170%, 1.234, 0.399, 0.512로 나타났으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년 관측치를 제거할 경우에는 각각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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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0.250, 0.425로 나타났다. 즉, 배당미지급 기업에 비해 배당을 지급

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M/B 비율, 투자율, 부채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M/B 비율, 투자율,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

이 수익성이 높을 경우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짐작할 수 있

다. 신용등급 보유기업, 신용등급 미보유기업, 투자적격등급 기업, 투자비

적격등급 기업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총매출과 총

자산, 수익성, 투자율, 부채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M/B

비율은 낮게 관찰되었다. 전체 표본에서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총매출, 총

자산, 수익성, 투자율, 부채비율, 유형자산 비율, M/B 비율은 각각

41,589, 46,014, -0.148, 0.605, 0.594, 0.379, 1.062로 나타난 반면,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에서는 각각 1,945, 2,067, -7.303, 0.360, 0.497, 0.301, 1.2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투자율, 부채비율, M/B ratios가 낮고 수익성이 높

은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회사채 시

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신용등급을 보유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별로 배당지급 형태와 회사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다

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체 표본을 7개 하위 산업(농림어업, 광공업, 전

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기

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되 산업별 표본수가 적어 신뢰성 있는 통계량과 추

정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분류기

준을 함께 고려하여 유사한 산업끼리 통합하였다. 표 2는 이러한 산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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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통합에 대한 결과와 통합 산업분류 기준별 신용등급 보유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살펴보면 전 산업에 대하여 신용등급 보유기업 비율은 15.8%

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비율을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정보통신업 9.5%부

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9.7%까지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기타 5개

산업의 신용등급 보유비율은 건설업 44.8%, 기타서비스업 2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9%, 농업 임업 및 어업 17.6% , 광공업 13.5%로 나타

났다. 이것은 신용등급과 배당지급에 산업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

서 향후 분석에서는 추정 모형에 산업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향

들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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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당성향 및 기업특성 변수의 요약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기업을 대상

으로 한다. 표본기간은 1999～2012의 14개년이다. 자본구조, 정부규제, 회계처리 등에

서 일반기업과 다른 금융 및 보험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표본그룹별 첫

번째 관측치는 평균, 두 번째 관측치는 중위수를 나타낸다. Div/EBIT는 배당을 EBIT

로 나눈 값이다. 총매출액과 총자산은 기업규모를 나타낸다. 수익성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M/B(Market to Book) 비율은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로서,

자본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장부가치의 합을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눈 값이다. 투자율

은 자본적 지출을 순고정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눈 값이다. 유형자산 비율은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신용등급 보유기업

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자산평가 중 적어도 1개의 평가사로부터 신용등

급을 받은 기업이며,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기업이다. 투자적

격등급 기업은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며, 투자비적격등급 기업은 BB+

이하의 신용등급를 받은 기업이다.

Div/

EBIT

총매출

(억원)

총자산

(억원)

수익성

(%)
M/B 투자율

부채

비율

유형자

산비율

전체 기업
N = 20,235

0.070 8,223 9,025 -6.170 1.234 0.399 0.512 0.313

0.021 820 903 2.541 0.960 0.097 0.480 0.301

전체 기업(DPS>0)
N = 10,707

0.129 13,015 13,544 5.976 1.079 0.250 0.425 0.331

0.139 1,363 1,334 5.048 0.886 0.132 0.430 0.323

신용등급 보유기업
N = 3,204

0.110 41,589 46,014 -0.148 1.062 0.605 0.594 0.379

0.063 6,977 7,647 2.378 0.915 0.092 0.603 0.377

신용등급 보유기업(DPS>0)
N = 2,167

0.163 53,604 56,094 4.434 1.011 -0.094 0.553 0.390

0.108 9,868 10,202 3.672 0.886 0.106 0.570 0.389

신용등급 미보유기업
N = 17,031

0.062 1,945 2,067 -7.303 1.267 0.360 0.497 0.301

0 643 730 2.596 0.973 0.098 0.451 0.285

신용등급 미보유기업(DPS>0)
N = 8,542

0.119 2,705 2,728 6.366 1.097 0.337 0.392 0.316

0.149 994 985 5.506 0.886 0.141 0.387 0.307

투자적격등급 기업
N = 2,332

0.141 55,321 60,569 3.498 1.040 1.003 0.568 0.397

0.091 12,451 13,548 3.241 0.906 0.104 0.586 0.399

투자적격등급 기업(DPS>0)
N = 1,944

0.170 59,374 61,980 4.592 1.025 0.139 0.549 0.394

0.112 12,148 12,807 3.862 0.898 0.108 0.567 0.395

투자비적격등급 기업
N = 17,903

0.060 2,088 2,311 -7.429 1.260 0.320 0.505 0.303

0 660 751 2.404 0.969 0.096 0.462 0.286

투자비적격등급 기업(DPS>0)
N = 8,765

0.119 2,720 2,781 6.282 1.091 0.275 0.397 0.317

0.147 1,004 998 5.379 0.882 0.139 0.39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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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분류 조정 및 산업별 신용등급 보유비율

산업별로 배당지급 형태와 회사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전체 표본을 7개 하위 산업(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

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되 산업별 표본수가 적어 신뢰

성 있는 통계량과 추정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분류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유사한 산업끼리 통합하였다. 신용등급 보유비율은 산업

분류 통합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분류 조정
신용등급
보유비율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KSIC) 대분류

관측
치수
(개)

산업분류 통합
관측
치수
(개)

농업, 임업 및 어업 68 농업, 임업 및 어업 68 17.6

광업 27
광공업 14,096 13.5

제조업 14,06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3 49.7

건설업 830 건설업 830 44.8

도매 및 소매업 1,4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1 19.9

숙박 및 음식점업 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91 정보통신업 2,091 9.5

운수업 318

기타 서비스업 1,566 2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3

교육서비스업 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2

합계 20,235 합계 20,23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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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당지급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1 절에서 투자율, 부채비율 및 M/B 비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기

업이 배당지급 가능성이 높음을 표 1의 요약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규모가 크고 더 많은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기업들은 민간 은행시장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공 회사채

시장으로의 접근(신용등급 보유)을 보다 선호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

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배당지

급 유무, 신용등급 보유유무의 두 가지 이산형 종속변수에 대하여 로짓

회귀모형을 세우고 각각 배당지급 확률, 신용등급 보유확률을 추정한다.

표 3은 설명변수를 다르게 한 로짓모형별 추정 결과들을 제시한다. 각

로짓모형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때에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였다. robust standard errors는 일반적인 추정법에 의해

계산되는 standard errors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표 3의 통계적 유의

성 테스트는 유의하지 않는 회귀계수를 유의하다고 평가하는 오류를 크

게 줄일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추정치들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해당 로짓모형에서 발

행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endogeniety problem)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투자, 신용거래 등에 있어 긴요하게 사용되는 신용등급이란 해당

기업에 대한 질적,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비공식 정보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결정된다. 즉, 신용등급이란

기업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점수로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지급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요소들은 신용등급

으로 대변되는 회사채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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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추정을 위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Schmidt and Strauss(1975)는 두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이산형 변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로짓모형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Schmidt and Strauss의 모형을 응용한 Koo와

Janowitz(1983)는 만약 표본크기가 크다면(500개 이상) Guilkey and

Schmidt(1979)의 결과는 단일방적식 로짓모형을 연립방적식 로짓모형으

로 바꾸어 추정하더라도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혀냈다. 본 연

구의 경우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총표본 20,235개)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 단일방정식 로짓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 3의 추정모형 중 가장 단순한 첫 번째 로짓은 기업이 배당을 지급

할 가능성이 신용등급 보유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 모형이

다. 신용등급의 회귀계수가 0.731, t값은 17.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모두 이산형 변수로 구성

되어 있어 pseudo R2 가 1.21%로 낮게 나타났지만, 기업의 배당지급 결

정과 신용등급 보유유무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로짓모형은 제 1 절에서 언급한 산업특성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첫 번째 로짓모형에 산업더미를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pseudo R2는

3.05%로 증가하였고, 6개의 산업더미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신용

등급의 회귀계수는 0.702로 첫 번째 로짓모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대상 기간인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는 수

차례의 경기 침체기를 겪었고 잦은 경제상태 변화가 있었다. 1999년은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02년

에는 카드대란으로 인해 가계발 경기침체가 있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201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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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진행중이다. 경제여건, 경기변화 등에 따라 배당지급 가능성도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감안하기 위해 표 3의 세 번

째 로짓모형에서는 두 번째 로짓모형에 연도더미를 추가하였다. 13개의

연도더미 중 5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에도 신용등급의 회귀계수는

0.708로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다. 네 번째 로짓모형은 기업의 배당지

급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세 번째 로짓모형에 연도변수를 설명변수로 추

가하였으나 역시 신용등급의 회귀계수는 세 번째 로빗모형과 동일한

0.70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표 3의 다섯 번째 로짓은 기업특성 변수가 배당 지급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수익성, 투자율, M/B 비율, 부채비율

의 회귀계수는 각각 11.302, -0.001, -0.454, -1.896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확률은 수익성이 높을 때

증가하는 반면, 투자율, M/B 비율,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감소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로짓은 기업의 회사채 시장으로의 접근

정도가 배당지급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번째 로짓모

형에 총자산과 유형자산 비율을 추가한 모형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

럼 총자산과 유형자산 비율은 기업이 민간 은행시장보다도 공공 회사채

시장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기업특성 변수이다. 다섯 번째 로짓모형 과

여섯 번째 로짓모형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섯 번째 로짓모형에서도

배당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4개의 기업특성 변수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다섯 번째 모형과 비교해 회귀계수의 크기변

화도 크지 않았다. 아울러 총자산과 유형자산 비율 역시 회귀계수가 양

(+, 각각 0.514, 0.247) 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형자산 비율이 높은 대규모 기업이 유형자산 비율이 낮은 소규

모 기업에 비해 배당을 지급할 확률을 높음을 여섯 번째 로짓모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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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총자산과 유형자산 비율이 공공 회사채 시장으로의 접근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두 변수가 기업이 신용등급

을 보유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의 일곱 번째 로

짓은 다섯 번째 배당지급 확률 추정을 위해 사용한 수익성, 투자율,

M/B 비율, 부채비율의 4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신용등급 보유확

률을 추정한 모형이다. 여덟 번째 로짓모형은 일곱 번째 로짓모형에 총

자산과 유형자산 비율을 추가하였다. 일곱 번째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

보면, 수익성, 투자율, M/B 비율, 부채비율의 회귀계수는 각각 0.742,

0.001, -0.489, 0.986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기업특

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익성과 부채비율이 높고 M/B 비율

이 낮은 기업이 신용등급 보유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지급

확률을 추정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로짓모형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을

때 배당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곱 번째 모형

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 때 신용등급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배당지급 확률과 신용등급 보유확

률 모두 수익성이 높고 M/B 비율이 낮을 때 높아지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과 유형자산 비율이 추가된 여덟 번째 모형의 pseudo R2

는 34.87%로 일곱 번째 모형의 6.7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 보유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업특성 변수는 총자산임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모형의 총

자산의 회귀계수는 1.048, t-값은 52.67로 통계적 유의성이 다른 변수들

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모형에서 유형자

산 비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회귀계수 0.395, t-값

2.88) 총자산 변수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의 상대적 크기는 작았다. 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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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유형자산 비율이 포함되면서 양의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수익성 변수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규모가 큰 기업이 공공 회사채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 즉 신용등급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

용등급 보유 가능성에 대한 나머지 기업특성 변수들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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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배당지급 확률 및 신용등급 보유확률 예측

로짓 #1 ～ #6의 종속변수는 배당지급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

는다. 로짓 #7 ～ #8의 종속변수는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

우 0의 값을 갖는다. 각 행의 첫 번째 값은 추정 회귀계수 값, 두 번째 행은 t값이다.

각 모형별 마지막 행은 (pseudo) R2 값이다. 산업더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충분한 표본 확보가 어려운 산업은 통합하여 총 7개 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기업을 분류하였다. 모든 추정치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

다.

종속변수 배당지급

(1=yes, or 0=no)

신용등급

(1=yes, or 0=no)

Model #/Type
#1

로짓

#2

로짓

#3

로짓

#4

로짓

#5

로짓

#6

로짓

#7

로짓

#8

로짓

상수항 0.006

0.41

0.560

2.21**
0.522

1.99**
0.519

1.97**
2.434

7.43***
-6.607

-15.41***
-1.190

-3.11***
-21.432

-42.93***

신용등급 indicator

(=1 rated)

0.731

17.93***
0.702

16.58***
0.708

16.65***
0.708

16.65***

수익성 11.302

9.74***
10.302

8.77***
0.742

3.65***
-0.135

-3.65***

투자율 -0.001

-1.96**
-0.001

-1.12

0.001

0.69

0.001

1.54

M/B -0.454

-4.74***
-0.335

-3.57***
-0.489

-7.00***
-0.043

-1.22

부채비율 -1.896

-11.33***
-3.420

-25.21***
0.986

5.31***
0.035

0.56

Log(총자산) 0.514

31.48***
1.048

52.67***

유형자산 비율 0.247

2.16**
0.395

2.88***

Time 0.003

0.42

-0.025

-3.25***
-0.059

-7.17***
-0.022

-2.46**
-0.076

-7.27***

유의한 산업더미 6/6 6/6 6/6 5/6 5/6 2/6 2/6

유의한 연도더미 5/13 5/13 7/13 4/13 10/13 7/13

(Pseudo) R2 1.21% 3.05% 3.28% 3.28% 26.70% 32.00% 6.72%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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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Lintner style 배당 스무딩

제 1 절과 제 2 절의 내용으로부터 신용등급 보유기업이 배당지급성향

이 높다는 점과 채무형태 결정과 배당지급 결정은 유사한 기업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전

반적으로 Lintner style의 배당 스무딩 정책을 따르는지, 신용등급을 보

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간 배당 스무딩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2 장 문헌연구에서 다룬 Lintner 배

당조정모형을 추정할 것이다.

표 4는 동일한 Lintner 배당조정모형에 대해 다양한 계량 기법을 적용

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모형은 합동(pooled) OLS 방법으로

Lintner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전체 표본에서 전기 배당지급액(DPSt-1)의

회귀계수는 0.850으로 추정되었고 당기 주당순이익(EPSt)의 회귀계수는

0.005로 나타났다. 배당지급 표본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

당지급 표본에서 전기 배당지급액과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각각

0.806, 0.014로 나타났다. 당기 배당지급액에 대한 회귀계수가 약 세 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가 월등히 큰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표 3에서 언급한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였으나, 전체 표본과 배당지급 표본 모두

에서 첫 번째 모형과 회귀계수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세 번째 모

형은 패널데이터 분석 계량기법 중 하나인 고정효과(Fixed effect)3) 모형

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중 고정효과 모형은 기울기는 패널 개체에 상관없이 동일하

지만, 상수항은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   ⋯ 및   ⋯ (여기에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 와 같은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할 때, 고정효

과 모형은 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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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전체 표본에서 전기 배당지급액과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각각 0.491, 0.006로, 배당지급 표본에서는 각각

0.458, 0.017로 나타났다.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 크기가 앞의 두 모

형에 비해 작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당기 배당지급액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반면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 크기는 여전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모형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당기 배당

지급액은 전기 배당지급액에 크게 의존하지만, 당기 배당지급액에 대한

당기 주당순이익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간 배당 스무

딩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호작용 변수를 고정효과 모형에 삽입하였다.

네 번째 모형의 상호작용 변수는 전기 배당지급액에 신용등급 보유유무

(기업이 신용등급을 보유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를 곱하여 생성하였

다. 귀무가설은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0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모든 기업들은 배

당을 같은 정도로 스무딩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정결과 전체 표본에

서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가 0.0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는 상호작용 변수를 고려하기 전에 비해

0.470으로 약간 감소했다. 즉,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전기 배

당지급액의 회귀계수는 0.470이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0.550(=0.470+0.080)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이 신용

식은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기울기 는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은  로 패널 개체별로 다르게 된다. 이와 달

리, 를 확률변수로 간주하여 추정하는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을 확률효과 모형이

라고 한다.(참고문헌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민인식, 최필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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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배당을 스무딩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

는 결과를 나타낸다. 배당지급 표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계수는 0.06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이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배

당을 스무딩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네 번째 모형에 당기 주당순이익과 신용등급간 상

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당기 주당순이익이 당기 배당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신용등급 보유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추정 결과 전체 표본의 EPS*신용등급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형의 모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에서는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전기 배당지급액과 당기 주당

순이익의 회귀계수가 각각 0.471, 0.005로 추정된 반면, 신용등급 보유 기

업의 회귀계수는 각각 0.545, 0.005으로 추정되었다.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당기 배당지급액이 전기 배당지급액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당기 주당순이익에 대한 영향에는 신용등급 미보유기업과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배당지급 표본에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

지 않은 기업의 전기 배당지급액과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가 각각

0.409, 0.032로 추정된 반면,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회귀계수는 각각 0.561,

0.010으로 추정되었다.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당기 배당지급

액이 전기 배당지급액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당기 주당순이익에는 상대적

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신용등급 보유기업이 배

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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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intner 배당조정모형 추정

1999～2012년의 표본기간 동안 t-1 시점의 주당배당액(DPSt-1)과 t 시점의 주당순이

익(EPSt)이 t 시점의 주당배당액(DPS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 결과이다. 모형 #1 ～ #3에서는 동일한 Lintner 모

형에 다양한 계량기법(합동<pooled> OLS, 산업 및 연도더미, 고정효과)을 적용한다.

모형 #4 ～ #5는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배당 스무딩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에 ‘DPSt-1*신용등급’, ‘EPSt*신용등급’ 상호작용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각 계량기법별 추정 결과에 대해 첫

번째 결과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두 번째 결과는 배당을 지급한 표본만을 대상으

로 한다. 회귀계수 추정치 아래에는 t값을 제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다.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관측

치수
상수항 DPSt-1 EPSt

DPSt-1*

신용등급

상호작용

EPSt*

신용등급

상호작용

Adj

R2

(%)

#1 합동(pooled) OLS

(DPS>0)

12,141

8,900

51.874
10.37***

76.433
11.16***

0.850
154.90***

0.806
118.97***

0.005
13.59***

0.014
19.78***

68.9

68.6

#2 산업 & 연도 더미

(DPS>0)

12,141

8,900

94.154
1.22

151.119
1.57

0.849
154.12***

0.806
118.46***

0.005
13.57***

0.014
19.80**

69.0

68.7

#3 고정효과(Fixed effect)

(DPS>0)

12,141

8,900

172.969
32.02***

224.169
28.97***

0.491
57.47***

0.458
45.84***

0.006
10.90***

0.017
16.87***

68.6

67.2

#4 DPSt-1*신용등급 상호작용

(DPS>0)

12,141

8,900

170.143
31.37***

221.461
28.49***

0.470
49.61***

0.442
40.16***

0.005
10.75***

0.017
16.69***

0.080
5.11***

0.062
3.41***

69.0

67.4

#5 DPSt-1*신용등급 &
EPSt*신용등급 상호작용
(DPS>0)

12,141

8,900

170.035
31.35***

205.572
26.35***

0.471
49.50***

0.409
36.47***

0.005
9.19***

0.032
20.37***

0.074
4.49***

0.152
7.83***

0.001
1.21
-0.021
-12.34***

69.0

67.3



- 27 -

제 4 절 Lintner style 배당 스무딩의 구조변화

제 3 절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하

고 있음을 밝혀냈고, 또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Lintner style의 배당스무딩 정책을 따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

들의 배당 스무딩 정책에 구조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Chay et al.(2009)은 7개 주요국4) 의 1994～2005년 데이터를 토대로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배당지급액 뿐만 아니라 배

당지급 확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불황을 야기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는

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주식가격도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1은 1999～2012의 표본기간 동안 한국기업의 연도별 평균배당성

향(배당액/EBIT)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해 온 평균배당성향은 2007년 14.2%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9.4%로 하락했다. 하락한 평균배당성향은 과거 추

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2012년의 평균배당성향은 10% 수

준에서 정체해 있는 실정이다5). 한편, 표 3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로

짓모형을 추정할 때 배당지급 확률의 추세를 감안하기 위해 고려한

Time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들의 배당지급

4)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당성향 감소와 함께 배당수익률 또한 하락하였

다. 1999～2007년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3.69%였으나 2008～2012년에는 1.88%

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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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림 1로 유추해 보건데, 이는 대부분 2008년 이후 기업이 배당지급을

크게 감소시킨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를 전후로 Lintner 배당조정모형

의 회귀계수에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차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ow 검정6)을 실시하였는데 F-value가 24.49로 p-value

가 0.01보다 작아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회귀계수가 동일)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

기업의 배당 스무딩 정도에 구조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전후에 대하여 개별 설명변수 별로 구조변화 유무

를 검정하기 위해 Lintner 모형에 구조변화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

다. 구조변화 변수는 우선 1999～2007년에는 0의 값을, 2008～2012년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만들고, 그것과 각 설명변수를 곱하여 상호작

용 변수를 만드는데, 이 상호작용 변수가 구조변화 변수가 된다. 표 5는

이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구조변화 변수 중 EPS*신용

등급 상호작용 설명변수에 대한 구조변화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계수를 토대로 신용등급 보

유기업과 미보유기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의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증가(0.331→0.506)하여 배당 스

무딩 현상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강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신용

등급 보유기업(0.579)에 비해서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용등

급 보유유무에 관계없이 금융위기 이후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가

6) 시계열 모형에서 특정시점을 전후로 모형의 계수에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정이다. 전체 표본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눈 후 각 기간을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한 다음, 설명변수의 계수가 서로 같은지를 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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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두 배

(0.020→0.0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 이후 한국기업들

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지급하는 데는 더욱 인색해진 것으로 보

이는데, 이것은 확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손실흡수

력을 높이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보다 강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7)

[그림 1] 배당성향 추이

이 그림은 1999～2012년의 표본기간 동안 연간 배당성향 추이를 나타낸다. 현황이다.

연간 배당성향은 배당액을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로 나누어 구하였

다.

(단위 : %)

7) 1,629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사내유보액은 2012년 기준 858조원으로, 이

는 2012년 명목GDP(1,272조원) 대비 67.5% 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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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금융위기 전/후 Lintner 배당조정모형의 구조변화 추정

1999～2012년의 표본기간 동안 배당지급 표본에 대하여 t-1 시점의 주당배당액

(DPSt-1)과 t 시점의 주당순이익(EPSt)이 t 시점의 주당배당액(DPSt)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모형 추정( ) 결과이다. 구조

변화 변수는 1999～2007년은 0, 2008～2012년은 1의 값을 취하는 변수에 각 설명변수

를 곱하여 생성한 변수이다. 회귀계수 추정치 아래에는 t값을 제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을 평가한다.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기간 DPSt-1 EPSt

DPSt-1*

신용등급

상호작용

EPSt*

신용등급

상호작용

신용등급
미보유기업

신용등급
보유기업

DPSt-1 EPSt DPSt-1 EPSt

1999～2007
0.331
23.03***

0.043
18.10***

0.288
9.89***

-0.023
-7.08***

0.331 0.043 0.619 0.020

(구조변화
변수)

0.175
9.41***

-0.008
-2.92***

-0.215
-6.88***

-0.001
-0.25

0.175 -0.008 -0.040 0

2008～2012 0.506 0.035 0.073 -0.023 0.506 0.035 0.57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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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강건성 검증

이번 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

며,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들이 배당을 스무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강건성 검정을 실시한다. 표 4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표본에 대하여 계량기법(합동 OLS, 산업 및 연도 더미 추가, 고정

효과 모형)을 달리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동일했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전체 표본을 하위 표본으로 나누어 강건성 검정을 실시한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로짓모형에서 기업특성 변수가 설명변수

에 포함되었을 때 가장 일관성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는 변

수는 규모(Size)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표 6

의 패널 A는 배당지급 표본에 대하여 총자산 기준으로 5분위(총자산이

가장 낮은 그룹인 규모 1에서 가장 높은 그룹인 규모 5)로 구분한 후 고

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 4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기업특성 변수들 가운데 규모는 회

사채 시장 이용 결정과 배당지급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

이기 때문에,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신용등급 보유기업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총자산이

가장 작은 집단(규모 1)에 속하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보유비율은 0.7%에

불과하나, 총자산이 가장 큰 집단(규모 5)에 속하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보유비율은 65.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용등급

보유비율은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규모가 큰 집단으로 갈수록 단조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표 6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낮은 규모 1 ～ 규모 3에 속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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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배당을 스무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규모 1과 규모 2의 경우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가 각각

0.174, 0.178로 당기 주당배당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으나 당기 주당순

이익은 타 그룹에 비해 영향력이 큰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규모 2

의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0.324로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Lintner style의 배당 스무딩 이론이 예상하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규모 3은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가 1을

초과해 역시 안정정인 배당과는 거리가 먼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높은 총자산 규모가 큰 규모 4, 규모 5에 속

하는 기업들은 Lintner style의 배당 스무딩 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

되는데, 특히 규모 5가 규모 4에 비해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당 스무딩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규모 4의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는 0.300, 당기 주

당순이익에 대한 회귀계수는 0.036으로 나타났지만, 규모 5에서는 각각

0.599, 0.007로 나타났다.

표 6의 패널 B는 배당지급 표본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한

후 역시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재벌기업은 공정거래위원

회가 매년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재벌기업을 대규모기업집단 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정의

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재벌기업 내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따라서 패널 A의 결과처럼 재벌기업들이 신용등급을 보

유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패널 B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기대하였듯이 비재벌기업의 경

우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10.7%에 불과하였으나, 재벌기업의 경우는

65.7%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Lintner 배당조정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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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전기 배당지급액의 회귀계수는 각각 0.608,

0.377로 나타났으며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는 각각 0.006, 0.054로

나타났다.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모두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높은 재벌기업에서 배당을 안정적으

로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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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규모를 고려한 Lintner 배당조정모형 추정

1999～2012년의 표본기간 동안 t-1 시점의 주당배당액(DPSt-1)과 t 시점의 주당순이익

(EPSt)이 t 시점의 주당배당액(DPSt)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 결과이다. 패널 A는 배당지급 표본에 대하여 총자

산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총자산이 가장 낮은 그룹인 규모 1에서 가장 높은 그룹인

규모 5)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된다. 패널 B는 전체 표본을 재벌기업과 비재벌

기업으로 구분한 후 역시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된다. 회귀계수 추정치 아래에는 t값

을 제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다.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을 의미한다.

관측치수
신용등급

보유비율
상수항 DPSt-1 EPSt

패널 A : 총자산 기준

규모 1 2,138 0.7%
65.691

12.47***
0.174

7.99***
0.108

27.65***

규모 2 2,143 1.9%
-78.970

-4.43***
0.178

10.21***
0.324

27.99***

규모 3 2,144 7.9%
-54.847

-2.12**
1.066

17.85***
0.023

2.51**

규모 4 2,143 24.9%
227.694

20.09***
0.300

14.06***
0.036

18.04***

규모 5 2,139 65.8%
427.881

17.08***
0.599

31.64***
0.007

7.33***

패널 B : 재벌/비재벌 기업 기준

재벌기업 1,863 65.7%
408.366

15.65***
0.608

30.16***
0.006

6.28***

비재벌기업 8,844 10.7%
130.453

15.34***
0.377

31.32***
0.054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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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채무형태 결정과 배당정책 간 강한 상호작용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들은 또한 기업

의 채무형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회사채 시장

접근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유형자산 비율이 높은 대규모 기업이었고,

이러한 기업들은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이

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독립된 변수로 통합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배당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 배당정책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신호 문제, 대리인 문제)를 완화

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

업에서 Lintner style의 배당 스무딩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공공 회사채 시장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다수의 투자자와 우

월한 정보를 보유한 경영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배당정책을 통해 완화

했을 때 발생하는 실익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신용등

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금조달의 민간 은행시장 의존성이 강한 기업

들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유인이 신용등급 보유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어 배당 스무딩 현상이 약했다. 실증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 보유유무와 관련된 상호

작용 변수를 포함하여 Lintner 배당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Lintner 배당조정모형의 계

수에 구조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Chow 검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표준 Lintner 모형에 구조변화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배당 스무딩 정도에 구조변화가 있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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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 미보유기업의 안정

적인 배당성향이 보다 강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신용등급 보유기업에 비

해서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등급 보유유무에 관계없이 금융

위기 이후 당기 주당순이익의 회귀계수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모두 감

소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보다 강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전체 표본을 하위 표본으로 구분

하여 추가 분석을 시도하였다. 배당지급 확률과 신용등급 보유확률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 가운데 가장 일관성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총자산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5분위로 구분한 후 Lintner 모형을 추

정한 결과 총자산이 높은 두 그룹에서 신용등급 보유비율이 높았고, 안

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재벌과 비재벌

기업으로 구분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어도 결과는 로버스트

(robust)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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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tner Style Dividend Smoothing

of Korea Firms and Credit Ratings

Choi, YongWoo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irm’s debt type

and its dividend policy. After the examination, the results show that

firm’s debt type(public market debt or private bank deb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firm’s dividend policy. We find that

firms in Korea generally prefer a stable dividend payment. Especially

firms that use public market debt(rated firms) are more likely to pay

a dividend and follow a Lintner style dividend smoothing policy than

firms that fully count on private bank debt(non-rated firms). The

reason is because information asymmetries in public debt market is

larger than those in private bank debt market. Dividend payment and

dividend smoothing policy have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such as signaling and agency

problem.

keywords : Lintner style dividend smoothing, Credit ratings,

Information asymmetry, Signaling, Agenc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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