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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2012년 기간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보유 결정

요인 및 초과현금보유기간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기저현금 보유모델(Baseline cash holding model) 추정을 통하여

기업의 현금보유 결정요인과 기업별 적정 보유현금 규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연도별 초과현금을 측정하여 초과현금 보유기간과

매수후보유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기저현금보유모델 패널분석 결과, 시장·장부가치비율

(MTB) 및 영업현금흐름 변동성은 현금보유량과 양(+)의 관계를, 부채

비율 및 순운전자본 등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국내 상장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이 상당 부분 비용편익모델(Trade-off model)로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비교기업(Control firm)을 사용한 1년~3년간의

매수후보유(Buy and Hold Return) 수익률 차이 분석 결과, 초과현금을

한 번 이상 보유하나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 기업군(TRANS)의 매수후보유 수익률은 초과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기업군(NON) 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초과현금을 연구기간 한 번이라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기업군

(PERS)의 매수후보유 수익률은 NON기업군과 비교 시 유의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TRANS

기업군의 경우 그 초과현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매수후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NON기업군과의 수익률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일시적으로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초과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과 비교 시 매수후보유 수익률,

즉 기업가치 측면에서 초과현금보유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및 세계 금융위기 등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본 연구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할 시, 기업의 지속적 초과현금 보유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비록 대리인 비용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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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서 안정적 경영을 위한 예비적 동기의

현금보유라는 긍정적 시그널로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현금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TRANS기업군이 NON기업군에 비하여

매수후보 유수익률이 낮으며, 또한 그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업의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기존 현금 보유성향

또는 정책에 변화를 주는 영업상의 대내외적 부정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기업군의

영업현금흐름이 다른 두 기업군, 즉 PERS 및 NON기업군 보다 낮게

나타나는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요어 : 현금보유 결정요인, 초과현금, 초과현금 보유기간,

기업가치, 매수후보유 수익률

학 번 : 2005-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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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금성자산보유량(억원)

구 분
현금성자산보유량(억원)

총액 평균 증가율 총액 평균 증가율

2000년 223,083 491 　 2007년 529,976 1,167 18.26%

2001년 252,601 556 13.23% 2008년 576,696 1,270 8.82%

2002년 310,378 684 22.87% 2009년 690,199 1,520 19.68%

2003년 353,451 779 13.88% 2010년 723,537 1,594 4.83%

2004년 403,089 888 14.04% 2011년 761,536 1,677 5.25%

2005년 436,885 962 8.38% 2012년 821,195 1,809 7.83%

2006년 448,158 987 2.58% 　 　 　 　

1. 서론

1990년대 말 IMF 외횐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현금보유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김병기, 2004;

이한득, 2006) 한국신용평가 기업별 재무제표자료(KIS-Value)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 454개 기업의 2000년 단기예금 및 단기 매매증권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총 22조원, 기업 평균 491억 원이었으나,

20012년의 경우 총 82조 원, 평균 1,809억 원으로 2000년 대비 약 368%,

연평균 약 11.47% 급증하였다. 또한, 그 추이는 아래 <표 1>에서처럼

2000년대 초중반까지 10∼20%까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다 2007년에서 2009년 기간에 Lehman Brothers

사태 등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하여 다시 급증함을 보여준다.

<표 1> 국내기업 현금성자산 보유현황(2000년~2012년)

본 연구 대상기업인 국내 454개 상장기업의 단기예금 및 단기매매증권을 포함한

현금성자산 규모 (각 연도별 재무제표 기준)로, 현금성자산 총액, 평균(총액÷기업개수)

및 전년도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본 연구기간에 발생한 특수한 대외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현금보유의 증가는 일부 Keynes의 유동성선호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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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ity preference hypothesis)의 예비적 동기 또는 거래적 동기로도

설명 가능할 것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은 통상적 기업 활동에 필요한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 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유하였던 수준보다 높은 현금성 자산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성을 유지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이러한 강해진

현금보유 성향은 대리인 비용 또는 적대적 M&A 노출위험으로 이어져

주주가치 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특성변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현금보유결정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병기(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기업 현금흐름이 증가할수록 현금보유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 위기이전에는 오히려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영업현금흐름과

현금보유성향의 정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예비적 동기 등에 따른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보수적

자금 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으로는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이후라는 불안정한 경영환경

하에서는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기업의

미래 안정적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기반으로 인지하고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과도한 현금의 지속적 또는 일시적 보유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업 즉, 주주 가치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초과현금 보유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①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저하시킨다.

또한, 가설 ①이 성립한다면, 대리인 비용 측면 등에서 초과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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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에 비하여

초과현금의 장기 보유에 따른 기업가치 저하가 더 심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② 초과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의 주주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의 주주수익률 보다 낮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설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현금

보유기간과 주주수익률로 대변되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

하고자한다. 먼저 기업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기저현금보유모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측정한 초과현금의 기업별 보유 기간에 따라

표본 기업을 1) 초과현금을 전혀 보유 하지 않는 기업, 2) 한번 이상 1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그리고 3)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간 1년～3년 기간 매수후보유(buy and hold)

주주 수익률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관련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주요 변수의 산정 및 분석 방법 등을 설명 하였으며,

4장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과정 및 해석을,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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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기존 논문의 경우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에 끼치는 요인 또는 기업의

절대적 현금 보유량과 주주 또는 기업의 가치와의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Opler(1999)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현금보유와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개별적 특성과의 관계를, Faulkender and

Wang(2006)은 주주 수익률과 현금보유 변화량 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의 경우, 빈기범 (2007),

공재식(2006), 김미형(2007) 및 김병기(2004) 등에 의하여 기업의

현금보유와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Opler(1999)는 1971년에서 1994년의 기간 동안 미국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계열 횡단면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현금보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비용편익모델이 기업의

현금보유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높은 성장기회와

현금흐름 위험성을 가진 기업일수록 더 높은 현금성자산비율을 가지며,

규모가 큰 기업이나 신용도가 좋은 기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현금보유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상당부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기간 동안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현금보유성향과 성장기회 및 현금흐름변동성은

양(+)의 관계를, 기업규모 및 부채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Harford(1999)는 초과현금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cash-rich firms의

기업인수 경향 및 기업인수에 따른 기업가치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cash-rich firms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기업인수

시도경향이 강하며, 주주수익률 및 영업성과 실증 분석결과 cash-rich

firms에 의한 기업인수는 대리인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기저현금보유모델(baseline

cash holding model)로 측정한 기업별 적정 보유현금규모’와 ‘해당

기업의 연구 기간 연도별 현금 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와의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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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실제 보유현금을 초과 현금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초과현금 산정 기준으로 Harford와 동일한 산정방법을 원용하였다.

Faulkender and Wang(2006)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정책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 주주수익률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계 주주수익률은 현금보유량과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현금보유에

따른 한계 주주수익률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Lee and Powell(2010)은 1990~2008년의 기간 동안 호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 결정요인과 초과현금보유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Opler(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 기업의 경우에도 비용편익모델이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and

Powell은 Harford(1999)의 초과현금 산정기준을 원용, 표본 대상기업을

초과현금을 일시적, 지속적, 또는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초과현금의 보유기간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초과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의 매수후보유 주주수익률 및 보유현금의 한계가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낮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Powell의 논문을

원용, 연구대상기업을 초과현금 보유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또한

초과현금 보유와 매수후보유 주주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공재식(2006)은 1991년부터 2004년

기간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수요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기업의 성장 및 투자기회, 부채비율, 기업규모, 배당비율, 순운전자본,

투자지출 및 현금흐름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경우 내부자본 시장에

대한 이용가능성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대리인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외환위기 이전에만 현금보유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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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2004)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수준 결정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현금보유수준의

결정요인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

하였는데, 현금흐름과 현금보유수준이 외환 위기이전에는 음(-)의

관계를 보였음에도 외환위기 이후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채비율과 성장성의 양(+)의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빈기범, 서은숙, 송민규(2007)는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가

기업가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표본기업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자금조달 제약기업으로,

배당을 지급했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자금 조달 비제약 기업으로

분류하여 현금보유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자금조달

제약기업에 있어 과다 현금보유는 기업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금조달 비제약기업의 과다 현금보유는 기업가치를 저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김보형, 박형진(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분류하여 현금보유량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재무적 제약이 강한 측면과 외국인과 기관의 감시에

따른 대리인 비용 위험이 낮은 점 등을 고려, 수출 기업의 현금보유

가치가 내수기업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수출기업의 현금보유가 내수기업보다 주주가치 상승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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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및 방법론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KSE) 상장기업 454개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회계 및 주가 자료와 수집기간 등에 대하여는 <표 2>에

기술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를 이용하여 회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가자료는 Fn-Guide에서 추출하였다. 공재식(2006)과

김병기(2004) 등 관련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특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시점 기업의 현금보유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기간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 13년간 연속적으로 평가된

상장기업집단들에 대하여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

하였다.

<표 2> 분석대상자료 리스트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자료명 자료출처 비 고

자산 및 자본총계 KIS-VALUE

시가총액 KIS-VALUE

종목별 월간수익률(현금배당반영) Fn-Guide

현금 및 현금성자산 KIS-VALUE

단기예금 및 단기매매증권 KIS-VALUE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KIS-VALUE

유동 부채 및 비유동부채 KIS-VALUE

유형자산 KIS-VALUE

배당지급금 및 당기순이익 KIS-VALUE

산업분류코드 적용기준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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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IC　Sector 표본기업개수 비중

100000/에너지 4 0.9%

150000/소재 116 25.6%

200000/산업재 125 27.5%

250000/자유소비재 88 19.4%

300000/필수소비재 41 9.0%

350000/의료 31 6.8%

400000/금융 3 0.7%

450000/정보기술 33 7.3%

500000/통신서비스 3 0.7%

550000/유틸리티 10 2.2%

계 454 100.0%

단, 영업현금흐름 변동성 및 CAPEX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연구

시작 시점 이전 과거 3년 또는 1년 데이터가 각각 추가적으로 필요한 바,

영엽현금흐름 및 유형자산 등의 회계자료는 1997년 또는 1999년까지 추출

및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업종(TS2000 업종코드2~9번) 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현금보유에 대한 동기가 다른 산업군의 기업과 다른 바, 본 연구의

표본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비금융업종 산업군의 분류는 KIS-IC

Sector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과현금보유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패널모형 분석(Panel Model

Analysis)을 이용, 기저현금보유모델을 추정하고자 한다.

<표 3> 산업별 표본기업 분포현황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산업군은 KIS-IC Sector에 따라 분류하였다.

(아래 표기된 금융업종은 코오롱, 대성합동지주, 케이씨그린홀딩스 등 3개사임)

이를 위하여 우선 <표 2>의 기업 회계·주가자료를 취합 후,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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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의 결측치가 존재하는 기업을 제외하여

<표 3>의 454개 기업 5,902개 firm year의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추출하였다. 참고로, 기업개수 기준 소재, 산업재 및 자유·필수

소비재 산업 비중이 전체 대비 81.5%를 차지하며 표본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2 주요 변수의 산정 및 분석 방법

3.2.1 기저현금보유모델 추정 및 초과현금보유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로 표본기업이 초과현금(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Opler(1999) 및 Lee, Powell(2010)의

기저현금보유모델(Baseline cash holding model)을 원용하였다. 즉,

표본기업 대상 5,902개의 firm year에 대한 균형패널분석을 통하여

기저현금보유모델을 추정한 후, 각 기업별 재무적 특성을 모델에

입력하여 연도별 적정 보유현금 규모를 예측 하였다. 그리고 연구기간

기업별 실제현금 보유량의 변동성(표준편차)을 고려하여 초과현금흐름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저현금보유모델은 아래 식 (1)과 같다.

LIQi,t = α + β1MTBi,t + β2RSIZEi,t + β3LEVi,t + β4OCFi,t + β5NWCi,t

+ β6CAPEXi,t + β7ICFi,t+β8FINi,t + β9VAROCFi,t + εi,t (1)

Lee, Powell(2010)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현금보유량 LIQ 산정

시에는 단기금융 상품 등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을 자산총계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나누어주고, RSIZE를 제외한 MTB 등

설명변수 산정 시에는 자산총계로 나누어 표준화(standardized)하였다.

이와는 달리 Opler (1999)는 LIQ 및 MTB 등 모든 변수를 순자산을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빈기범, 서은숙, 송민규(2007) 및 공재식(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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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관련 논문에서도 표준화 과정에서 순자산 또는 자산총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혼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순자산을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1)

<표 4> 기저현금보유모델 주요 변수 및 산정 기준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아래의 회계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변수명 산정 기준

LIQi,t
CASHi,t / 순자산i,t

(CASHi,t = 현금 및 현금등가물i,t + 단기금융상품i,t)2)

MTBi,t
(자산총계i,t - 자본총계i,t + 보통주시가총액i,t) / 순자산i,t

※ 보통주시가총액 적용기준: 해당 회계월 시가총액

RSIZEi,t Ln(자산총계i,t / CPIt)

LEVi,t (유동부채i,t + 비유동부채i,t) / 순자산i,t

OCFi,t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i,t / 순자산i,t

NWCi,t (유동자산i,t - 유동부채i,t - CASHi,t) / 순자산i,t

CAPEXi,t (유형자산i,t3) - 유형자산i,t-1) / 순자산i,t

ICFi,t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i,t / 순자산i,t

FINi,t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i,t / 순자산i,t

VAROCFi,t
표준편차(OCFi,t - OCFi,t-1, OCFi,t-1 - OCFi,t-2, OCFi,t-2 -

OCFi,t-3)/순자산i,t

위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기업의 현금보유 결정요인과 비용편익

모형, 자본조달우선순위론 및 잉여현금이론에 따른 현금 보유량의 관계는

<표 5>와 같으며 세부적 설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1)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를 자산총계로 표준화(standardized)하는 경우

순자산으로 표준화하는 경우 보다 모델분석시 설명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현금은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

3)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등이 차감된 후의 유형자산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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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업의 현금보유 결정요인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MTB는 시장·장부가치비율, RSIZE는 불변가기준 총자산의 자연로그,

LEV는 부채비율, OCF는 영업현금흐름, NWC는 순운전자본, CAPEX는 자본지출,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변수명 비용편익모형
자본조달

우선순위론
잉여현금이론

MTB + + -

RSIZE - + +

LEV + 또는 - - -

OCF - +

NWC -

CAPEX -

VAROCF +

① MTB(Market to Book ratio, 투자기회 또는 성장기회)

MTB ratio가 높은 기업의 경우 투자기회 또는 성장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비용편익모형에 따르면 MTB가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부족의 기회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금보유의 요인이

커지고 이에 따라 MTB와 현금보유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자본조달 우선순위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조달비용이

가장 저렴한 내부자금의 보유요인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잉여

현금흐름이론의 경우에는 투자기회가 빈약할수록 경영자의 사적 이해에

더 부합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현금보유와 MTB와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② SIZE(기업규모)

비용편익모형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현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보유요인이 감소한다. 한편, 자본조달 우선순위론에 따르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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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미래의 투자기회를 감안,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을

원활하게 축적해왔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현금보유와는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Opler, 1999) 또한, 잉여현금이론

측면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M&A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해당 기업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와

현금 보유량과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기범, 2007)

③ LEV(부채비율)

비용편익모형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외부자금조달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채비율과 현금보유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자금경색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내부현금보유 요인이 크다고 해석한다면 부채비율과

현금보유와는 양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자본 조달 우선순위론에

따르면 부채비율의 감소는 조달비용이 저렴한 내부유보자금의 증가를

의미하고, 반대로 부채비율의 증가는 내부유보자금의 감소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LEV와 현금보유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비용편익모형과 자본조달 우선순위론 측면에서 모두 설명가능하다.

④ OCF(영업현금흐름)

비용편익모형에 따르면 영업현금흐름이 큰 기업의 경우 즉각적인

현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현금보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Lee, Powell 2010) 이와는 반대로 자본조달 우순순위론에 따르면

현금흐름이 큰 기업은 미래의 투자기회를 위한 내부자금으로 유보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본조달 우선순위론에서처럼

영업현금 흐름과 현금보유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안정한

경영환경 하에서 외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업들이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일수록 조달 비용이 저렴한 내부자금을

가능한 많이 보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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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WC(순운전자본), CAPEX(자본지출)

순운전자본은 현금부족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운전 자본이 큰 기업의 경우 현금보유로 인한 편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현금보유와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지출의

경우 자본조달 우선순위론에 따르면 기업은 조달비용이 가장 저렴한

내부 유보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에 CAPEX가 큰

기업일수록 내부 현금보유량도 감소할 것이다.

⑥ VAROCF(영업현금흐름 변동성)

현금흐름변동성이 큰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자금경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로 인하여 현금보유에 따른 편익이 증가한다. 즉,

기업의 현금보유요인이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변동성과 기업의 현금 보유량과는 비용편익

모형에서와 같이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기간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454개 기업 5,902개 firm

year의 균형 패널자료를 표본 집단으로 기저현금 보유모델을 구축 후,

이에 따라 측정된 기업별 현금보유량과 실제 현금보유량과의 차이를

이용한 초과현금 측정은 Harford (1999), Lee, Powell(2010)의 초과현금

산정식을 아래 식 (2)와 같이 원용하였다.

XLIQi,t = ALIQi,t - (BLIQi,t + 1.5σi) (2)

XLIQ: 초과현금

ALIQ: 기업의 연도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

BLIQ: 기저현금보유모델에서 측정된 연도별 현금성 자산 보유량

σ: 연구기간 해당 기업의 연도별 현금성 자산 보유량 표준편차

즉,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과 ① 식 (1)에서 측정한 기업별

현금보유량과 ② 연구 기간 (2000년~2012년) 동안 각 기업의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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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 (①＋②)의 차이를 초과현금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위 식 (2) 초과현금 산정식에 따라 기업별로 연도별

초과현금을 산정하고 연구기간 중 초과현금보유 특성에 따라 454개

표본기업을 아래 <표 6>과 같이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표 6> 초과현금보유 특성 분류기준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기저현금보유모델로부터 산출된

현금성 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전체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초과현금 보유특성 분류 기준

Non excess cash

firms (Non)

분석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초과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Persistent cash

firms (Persistent)

분석기간 동안 초과현금을 한 번 이상

연속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을 Excess

cash firm으로 분류하며,

이들 기업 중 초과현금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을 ‘Persistent cash firm’으로 분류

Transitory cash

firms (Transitory)

분석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초과현금이 발생하나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기업

(일시적으로 초과현금 보유)

3.2.2 매수후보유 주주수익률 분석

식 (1)의 기저현금보유모델 추정 및 식 (2)를 기준으로 <표 6>의

초과현금보유 특성에 따른 표본기업을 분류 후, Barber, Lyon(1997)의

비교대상기업(control firm) 선정 및 비교 방식을 원용, 1년~3년간 매수후

보유 주주수익률 (Buy and Hold Return, BAHR) 및 매수후 보유

초과수익률(Buy and Hold Abnormal Return, BAHAR)을 측정하여 초과

현금을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과 초과현금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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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는 기업과의 주주수익률에 차이가 유의한 존재하는지를 실증

분석한다.4) 비교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Persistent 또는 Transitory로

구분된 기업들 각각에 대하여 해당 특성으로 구분된 시점(회계연도)을

기준으로 Non 그룹에서 동일 산업군(KIS-IC 분류기준)에 속한 기업들

중 기업규모(순자산) 또는 MTB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 하였다.5)

예를 들어 동화약품(주)의 경우 연구기간 13년 동안 초과현금을 총

7회 보유하였으며, 2004년~2006년 처음으로 3년 연속 초과현금이 발생

하였다. 이에, 2006년 기준 동화약품(주)가 속한 의료 산업군에서 순자산

및 MTB가 가장 유사한 Non 그룹 기업인 보령제약(주) 및

국제약품공업(주)가 각각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 되었다.

BAHR = 
  



    , BAHAR = 
  



     
  



   (3)

R i, t : 기업별 연간수익률(현금보유성향이 정해진 시점부터)

E(R i, t) : R i, t에 대응하는 기업별 control firm의 연간수익률

연간수익률은 기업별 월간(배당반영수정)수익률로 계산

BAHR 및 BAHAR은 앞서 설명한 각 대상 기업별 Persistent 또는

Transitory 등 현금보유성향이 최초 인식되는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위

식 (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1년, 2년 또는 3년 단위로 측정 하였다. 즉,

2006년 처음 Persistent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06년,

2007년 및 2008년 12월까지의 월간 수익률을 복리계산, 각각의 연간

수익률을 산출하였다.

4) Barber and Lyon(1997)은 BAHAR 산정시 기준수익률로 control firm을 사용하는

것이 new listing bias, rebalancing bias 및 skewness bias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5) 기존 Barber and Lyon(1997)의 경우에는 기업규모, MTB 및 기업규모와 MTB를

동시에 고려하는 총 3가지 방법으로 BAHAR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산업별로 표본을 분류한 상태에서 MTB와 기업규모를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MTB 또는 기업규모에 따른 Control firm만

추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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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표본기업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게 구성된 균형패널

분석으로 분석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의 연간 수익률 비교과정에서 결측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Persistent 또는

Transitory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구기간이 2012년으로 한정된 바,

기간별 수익률 산정시 불가피하게 결측치가 발생한다.

<표 7> 기업별 BAHR 및 BAHAR 산정시 표본기업 개수6)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기저현금보유모델부터 산출된

현금성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연도별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Persistent는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Transitory 기업은 초과현금을 한번이라도 1년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매수후보유 주주수익률은 Persistent 또는 Transitory 기업으로 인식된

회계연도로부터의 1년~3년간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매수후 보유

주주수익률 산정 기간

및 초과현금보유특성

비교기업 선정기준

MTB 기업규모(순자산)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Persistent

(PERS)

BAHR 85 85 78 85 85 78

BAHAR 83 83 76 83 83 76

Transitory

(TRANS)

BAHR 114 114 95 114 114 95

BAHAR 94 94 75 90 90 71

본 연구에서의 가설에서처럼 초과현금 보유가 대리인비용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지속적 또는 일시적 초과

현금 보유기업의 주주수익률이 초과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Non

그룹 control firm 기업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위 BAHR 및 BAHAR 산정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6) 분석대상기업 및 Control firm의 1년, 2년, 또는 3년 BAHR이 모두 존재하여야

BAHAR 산정이 가능하므로 분석 대상기업 또는 Control firm 어느 한 쪽에서라도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보유기간에서의 BAHAR 산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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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관측치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t-통계량

LIQ 5,902 0.121957 0.165331 0.069391 56.67***

MTB 5,902 1.077982 0.89959 0.910753 92.06***

RSIZE 5,902 26.60038 1.470901 26.31607 1389.33***

LEV 5,902 0.530069 0.612297 0.508593 66.51***

OCF 5,902 0.055364 0.118124 0.053006 36.01***

NWC 5,902 0.011822 0.244748 0.007335 3.71***

CAPEX 5,902 -0.00052 0.267363 -0.00014 -0.15

ICF 5,902 -0.04977 0.146416 -0.0418 -26.11***

FIN 5,902 -0.00023 0.164726 -0.01026 -0.11

VAROCF 5,902 0.099065 0.13218 0.071519 57.58***

4. 실증 분석 및 결과

4.1 산업별 현금보유 결정요인 기술통계량 분석

3장에서 설명한 기저현금보유모델 추정을 위하여 454개 기업 5,902개

firm year 균형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고자하며, 이에

앞서 각 설명 변수의 기술 통계량분석을 통하여 각 산업별 현금보유

영향요인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8> 기저현금보유모델 표본기업의 기술통계량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MTB는 시장·장부가치비율,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LEV는 부채비율, OCF는 영업현금흐름, NWC는 순운전자본, CAPEX는 자본적지출,

ICF 및 FIN은 각각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LIQ, NWC, CAPEX, ICF, FIN 및

VAROCF는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먼저, 위 <표 8>에서처럼 자본적지출(CAPEX)과 재무활동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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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을 제외한 LIQ, MTB 및 RSIZE 등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순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보유량을

나타내는 LIQ의 경우 평균값이 12.2%, 중앙값이 6.9%로 상당히

편향된(skewed)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Lee, Powell (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를 호주 자원관련

기업의 높은 현금보유성향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표

10>에서처럼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및 정보기술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보유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기저현금보유모델 상관계수분석 결과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MTB는 시장·장부가치비율,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LEV는 부채비율, OCF는 영업현금흐름, NWC는 순운전자본, CAPEX는 자본적지출,

ICF 및 FIN은 각각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LIQ, NWC, CAPEX, ICF, FIN 및

VAROCF는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구분 A. LIQ
B.

MTB

C.

RSIZE
D. LEV E. OCF

F.

NWC

G.

CAPEX
H. ICF I. FIN

J.

VAROCF

A 1.00 　 　 　 　 　 　 　 　 　

B 0.30*** 1.00 　 　 　 　 　 　 　 　

C -0.14*** 0.01 1.00 　 　 　 　 　 　 　

D -0.02 0.61*** -0.01 1.00 　 　 　 　 　 　

E 0.26*** 0.14*** 0.15*** -0.05*** 1.00 　 　 　 　 　

F 0.09*** -0.38*** -0.14*** -0.68*** 0.05*** 1.00 　 　 　 　

G -0.02 0.00 0.02 -0.02 0.32*** 0.01 1.00 　 　 　

H -0.11*** -0.15*** -0.07*** 0.04*** -0.24*** 0.05*** -0.02 1.00 　 　

I 0.02 0.08 *** -0.05*** 0.01 -0.44*** -0.09*** -0.27*** -0.65*** 1.00*** 　

J 0.15*** 0.22*** -0.17*** 0.21*** -0.20*** -0.11*** -0.31*** 0.00 0.15*** 1.00

<표9>의 상관 계수분석 결과 현금보유량 LIQ는 LEV, CAPEX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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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표본
개수

LIQ RSIZE VAROCF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에너지 52 0.194*** 0.135 26.426*** 25.456 0.120*** 0.109

소재 1,508 0.086*** 0.047 26.501*** 26.213 0.086*** 0.070

산업재 1,625 0.112*** 0.068 26.993*** 26.696 0.100*** 0.071

자유소비재 1,144 0.143*** 0.076 26.221*** 26.143 0.109*** 0.073

필수소비재 533 0.151*** 0.098 26.468*** 26.282 0.098*** 0.081

의료 403 0.119*** 0.083 25.829*** 25.666 0.072*** 0.052

금융 39 0.113*** 0.040 26.999*** 27.470 0.142*** 0.107

정보기술 429 0.205*** 0.128 26.573*** 26.072 0.149*** 0.089

통신서비스 39 0.042*** 0.037 30.166*** 30.515 0.061*** 0.053

유틸리티 130 0.094*** 0.076 28.092*** 27.558 0.072*** 0.046

전체 5,902 0.122*** 0.069 26.600*** 26.316 0.099*** 0.072

FIN을 제외한 설명 변수들과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RSIZE는 현금보유량인 LIQ와 음(-)의 관계를, MTB 및 VAROCF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내 기업의 현금

보유성향이 상당 부분 비용편익모형(trade-off model)로 설명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MTB는 ICF와 음(-), LEV와는 0.58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잠재 성장 가능성이 클수록 투자

활동이 활발하며, 이에 따른 외부차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FIN은 OCF 및 ICF와 각각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증가할수록 외부차입 필요성이 감소하며,

투자활동이 증가할수록 재원조달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산업별 주요 설명변수 평균값 및 중앙값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RSIZE를 제외한 변수들은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산업분류는 KIS-IC를 적용하였다.

(아래 표기된 금융업종은 코오롱, 대성합동지주, 케이씨그린홀딩스 등 3개사임)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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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IC Sector에 따른 산업별 LIQ, RSIZE 및 VAROCF의

기술통계량은 앞의 <표10>에 나타나 있다. RSIZE의 경우 통신서비스

및 유틸리티 업종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데 대규모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들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산업군의 경우 VAROCF 및 LIQ 또한 낮게 나타나는데,

사회기반시설로서 안정적 현금흐름이 창출되므로 그 만큼 현금보유

요인이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통신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주)SK텔레콤, (주)케이티 및 (주)LG

유플러스 3개사의 경우 산업군들 중 가장 낮은 VAROCF와 전체 표본

기업 평균 영업현금흐름(OCF) 0.0554 보다 현저하게 높은 0.1767의

영엽현금흐름을 보여준다.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함에도 가장 낮은

현금보유 성향, 즉 LIQ를 가지는 것은 VAROCF가 낮은 기업의 경우

영업현금 흐름에서 창출된 현금이 풍부함에도 예비적 동기의 현금보유

요인이 작다고도 해석가능하다. 또한, 이들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재벌기업으로서의 내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적대적 M&A 방지 또는 기업집단 내 자체현금보유규정 등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낮은 현금보유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7)

LIQ, VAROCF 및 MTB에서 정보기술(IT)업종이 타산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를 보이고 있다.8)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IT업종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IT산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영업 현금흐름 변동성 및 미래투자기회가

타산업군에 비하여 상대적로 높으며 이에 따라 현금보유요인 또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MTB의 경우 에너지, 의료 정보기술 및 통신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국내와 달리 Lee, Powell(2010)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통신업체들은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은 현금보유 성향을 보이고 있다.

8) 지주기업의 VAROCF 평균값도 크게 나타나나, 이는 본 업종에 속하는 3개 기업중

케이씨 그린홀딩스의 VAROCF가 0.26으로 높아 평균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다른 2개 기업인 코오롱과 대성지주는 각각 0.09 및 0.07로 VAROCF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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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RSIZE LIQ VAROCF 현금성자산

한국전력공사 31.939 0.006 0.020 3,469

삼성전자(주) 31.809 0.124 0.063 73,594

현대자동차(주) 31.119 0.221 0.044 58,206

(주)포스코 31.094 0.057 0.082 18,156

(주)케이티 30.810 0.059 0.043 11,497

(주)SK텔레콤 30.485 0.031 0.079 4,831

(주)대한항공 30.461 0.050 0.036 7,494

SK(주) 30.306 0.033 0.058 4,598

SK하이닉스(주) 30.275 0.081 0.201 9,744

현대중공업(주) 30.512 0.055 0.078 8,654

한국가스공사 30.454 0.011 0.106 1,499

기아자동차(주) 30.319 0.118 0.065 14,829

삼성물산(주) 30.144 0.065 0.039 6,731

삼성중공업(주) 30.040 0.139 0.184 12,045

현대제철(주) 29.874 0.073 0.057 7,590

현대건설(주) 29.663 0.114 0.077 7,360

SK네트웍스(주) 29.653 0.086 0.164 5,538

S-OIL(주) 29.716 0.230 0.059 13,106

현대상선(주) 29.589 0.079 0.079 5,108

(주)LG 29.461 0.027 0.058 1,475

20대 기업 평균 30.386 0.083 0.080 13,776

전체 평균 26.000 0.122 0.099 1,107

<표 11> 평균 순자산규모 상위 20대 기업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RSIZE를 제외한 변수들은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산업분류는 KIS-IC를 적용하였다.

현금성자산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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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순자산규모(RSIZE) 평균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 보유량 및

영업 현금흐름의 특성은 <표11>에 기술되어 있다. 454개 기업 전체 LIQ

및 VAROCF의 값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가스공사 및 전력공사와 같은 정부공기업의 낮은

현금보유성향의 영향도 있으나 대부분의 상위 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비하여 현금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상관관계 분석 및 다음에 기술될 패널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기업규모 및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과 현금보유성향의 음(-)의

관계로도 설명되어 진다. 또한, 상위 2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자산

평균의 합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전체 표본기업 평군의 약 12배를

상회하며, 현금보유량이 상위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9)

4.2 기저현금보유모델 추정 및 초과현금보유특성 분석

앞서 기술된 현금보유성향 영향요인을 설명변수로, LIQ를 종속변수로

설정, 전체 표본대상 454개 기업 5,902 firm years를 대상으로

Pooled-OLS 회귀분석 및 균형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균형패널분석의

경우 Fixed Effects 분석과 Random Effects 분석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로 시간불변의 개별특성 효과가 독립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으므로 두 가지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다. 또한, Random 및 Fixed Effects 모델 각각에 대하여

One-way 또는 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을 분석하였다.10)

회귀분석 결과 <표 12>와 <표13>에서와 같이 Two-Way Fixed Effects

9) 2012년 기준 연구대상기업의 현금성자산 총 보유규모는 약 82조원이며, <표 12>의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규모는 약 48조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10) 패널분석시 Random Effects 모델과 Fixed Effects 모델 또는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과 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간

적용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최충익, 2008),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200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체 표본집단에 대하여 위의 네 가지 모든 모델에 대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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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패널 분석 R 2 값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기저현금보유모델 분석 결과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RSIZE를 제외한 변수들은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변수명　
예측부호
(비용편익
모델)

Model 1 Model 2 Model 3

Pooled-OLS
Two-Way
Random
Effects

Two-Way
Fixed Effects

　MTB + 0.087*** 0.073*** 0.070***

　RSIZE - -0.015*** -0.010*** 0.004

　LEV +/- -0.082*** -0.075*** -0.076***

　OCF - 0.725*** 0.604*** 0.585***

　NWC - 0.013 -0.047*** -0.067***

CAPEX -0.012 -0.005 -0.007

　FIN 0.373*** 0.464*** 0.462***

　ICF 0.460*** 0.357*** 0.356***

VAROCF + 0.167*** 0.104*** 0.103***

Intercept 0.426*** 0.322 -0.079

표본개수　 5,902 5,902 　5,902

R 2 0.332 0.260 0.657

　F값 324.66 171.16*** 　11.07***

Two-Way Fixed Effects 모델에서 MTB 및 VAROCF의 계수는

양(+)의 값을, NWC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비용편익모형에 따른

예측부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업 순자산규모 (RSIZE)의

경우 Two-Way Fixed Effects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지 않으나, Pooled-OLS 및 Two-Way Random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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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석 등 다른 분석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순자산규모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보유량에서 기업의 절대적

현금성자산 보유량은 크나, 기업규모 즉, 순자산대비 현금성자산 보유량

(LIQ)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순자산

규모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11)

<표 13> 기저현금보유모델 균형패널분석 결과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LIQ는 현금성자산, RSIZE는 불변순자산의 자연로그, VAROCF는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RSIZE를 제외한 변수들은 총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각각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구 분
Random Effects Fixed Effects

1-way 2-way 1-way 2-way

MTB 0.068*** 0.073*** 0.068*** 0.070***

RSIZE -0.012*** -0.010*** -0.012*** 0.004

LEV -0.070*** -0.075*** -0.070*** -0.076***

OCF 0.615*** 0.604*** 0.615*** 0.585***

NWC 0.110*** -0.047*** 0.110*** -0.067***

CAPEX -0.048 -0.005 -0.048 -0.007

FIN -0.006*** 0.464*** -0.006*** 0.462***

ICF 0.358*** 0.357*** 0.358*** 0.356***

VAROCF 0.465*** 0.104*** 0.465*** 0.103***

Intercept 0.380 0.322 0.380 -0.079

표본개수 5,902 5,902 　5,902 　5,902

R 2 0.260 0.260 0.653 0.657

흥미로운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비용편익모델의 예상 부호와

11) 대규모 기업집단의 낮은 현금보유성향을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자금조달이 가능한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반기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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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PERS TRANS NON

에너지 4 1 25.00% 3 75.00% - 0.00%

소재 101 19 18.80% 24 23.80% 58 57.40%

산업재 104 18 17.30% 29 27.90% 57 54.80%

자유소비재 74 16 21.60% 25 33.80% 33 44.60%

필수소비재 37 12 32.40% 11 29.70% 14 37.80%

의료 31 7 22.60% 11 35.50% 13 41.90%

금융 3 - 0.00% 1 33.30% 2 66.70%

정보기술 30 11 36.70% 7 23.30% 12 40.00%

통신서비스 3 - 0.00% - 0.00% 3 100.00%

유틸리티 9 - 0.00% 4 44.40% 5 55.60%

계 397 85 　 114 　 198 　

반대인 양 (+)으로 나타나는 점이며,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큰 기업의

경우 즉각적인 현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현금보유요인이 감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시대적 특수 상황으로 연구

기간중 표본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성향이 강해졌다고 보여 진다.12)

<표 14> 초과현금보유 특성별 산업분포13)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Baseline Model으로부터 산출된

현금성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연도별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Persistent는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Transitory 기업은 초과현금을 비연속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다.

(아래 표기된 금융업종은 코오롱, 대성합동지주, 케이씨그린홀딩스 등 3개사임.)

12) 이러한 결과는 김병기(2004)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13) TS2000에서 제공하는 산업코드 적용 시 표본기업이 40개 이상의 산업군으로

구분되나, 전체 표본의 크기(703개 기업, 5,363 firm year)가 작기 때문에 KIS-IC

산업구분코드를 이용하여 표본기업을 8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경기소비재는

섬유/고무/플라스틱/의복/가구 제품 및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관련 도매업 등을

포함하며, 산업재의 경우 금속광업/비금속광물제품/ 종합건설업 /항공 수상운송업 및

관련 도매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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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의 분석 중 R 2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Two-Way Fixed

Effects 패널분석균형패널 결과로 기저현금보유모델을 추정하고, 식 (2)를

원용하여 초과 현금을 산정 및 그 보유기간에 따라 표본 454개 기업을

<표 14>에서처럼 NON, PERS 및 TRANS로 분류하였다. 전체 454개

기업 중 초과현금을 2년 이상 연속 보유하는 기업은 총 142개이며 이중

3년 이상 지속 보유하는 Persistent(PERS)기업은 85개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기간 중 단 한 번도 초과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NON)은

198개로 전체 표본 집단의 49.9%를 차지하였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3개 기업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초과현금흐름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Non 그룹에 속하여 있으며, 에너지, 필수소비재 및 정보기술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과현금흐름을 지속 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IQ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NON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표본집단이 4개사로 작아 국내 에너지기업이 일반적으로 현금보유성향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3 매수후보유 주주수익률 분석

앞서 살펴본 기업별 초과현금보유 특성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을

위하여 Barber and Lyon(1997)이 제시한 매수후 보유 수익률(Buy and

Hold Returns, BAHR) 및 매수후보유 초과수익률 (Buy and Hold

Abnormal Returns, BAHAR)을 초과현금 보유특성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15>와 같이 초과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PERS기업은

비교기업 선정 방식 또는 매수후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교기업과의 유의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TRANS기업의 경우 비교기업을

SIZE로 선정시, 매수후 보유기간 1년 또는 3년인 경우 1%, 보유기간이 2년인

경우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BAHAR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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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값 또한 매수후보유 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표 15> 초과현금보유 특성별 매수후보유 수익률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기저현금로부터 산출된

현금성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연도별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Persistent는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Transitory 기업은 초과현금을 비연속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다.

매수후 보유 수익률은 Persistent 또는 Transitory 기업으로 인식된 회계연도로부터의

1년~3년간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구 분 PERS (A) TRANS (B) 차이 (A-B)

BAHRs 1-year 1.1454*** 0.8571*** 0.2883***

BAHARs 1-year (MTB) -0.0499 -0.1820 0.1321

BAHARs 1-year (SIZE) -0.0596 -0.3348*** 0.2752

BAHRs 2-year 1.4132*** 1.0870*** 0.3261

BAHARs 2-year (MTB) -0.2362 -0.0830 -0.1533

BAHARs 2-year (SIZE) -0.0140 -0.5175** 0.5036**

BAHRs 3-year 1.8026*** 1.1716*** 0.6310***

BAHARs 3-year (MTB) -0.5530 -0.1624 -0.3907

BAHARs 3-year (SIZE) 0.1109 -1.0483*** 1.1592***

BHAR(Buy and Hold Return) 및 BAHAR(Buy and Hold Abnormal Return) 산정방법:

BAHR = 
  



  , BAHAR = 
  



  
  





R i, t : 기업별 연간수익률(<표5>에 따른 현금보유성향이 정해진 시점부터)

E(R i, t) : R i, t에 대응하는 기업별 Control firm의 연간수익률

비교기업(control firm)은 Non 기업들 중 Transitory 또는 Persistent의

분석대상기업과 MTB(Market to Book Ratio) 또는 SIZE(순자산)가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기업별로 Persistent 또는 Transitory로 인식된 회계연도

1년, 2년 또는 3년 동안의 월간(배당 반영 수정) 주가수익률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각 수치들은 해당 기업들의 BAHR 또는 BAHAR의 평균값과 그에 대한 T통계량이며,

차이(A-C)의 경우에는 이표본 분산 T검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초과현금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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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ERS(A) TRANS(B) NON(C) 전체 평균

LIQ 0.2600*** 0.0993*** 0.0705*** 0.1220***

RSIZE 26.0764*** 26.2234*** 27.1979*** 26.6003***

VAROCF 0.1116*** 0.0990*** 0.0927*** 0.0991***

OCF 0.0725*** 0.0406*** 0.0593*** 0.0554***

구분 A-B A-C B-C

LIQ 0.1607*** 0.1894*** 0.0287***

RSIZE -0.1470*** -1.1214*** -0.9745***

VAROCF 0.0127 0.0189*** 0.00622

OCF 0.0320*** 0.0132*** -0.0188***

(TRANS)은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NON)과 비교시 초과현금 보유에 따른

기업가치에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PERS기업의 경우 초과현금

보유에도 불구, 주주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 가설과 달리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연구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초과 현금보유를 투자자들이 초과현금 보유에 따른 대리인

비용이라는 부정적 측면만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표 16> 초과현금보유 특성별 주요 현금보유요인 분석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기저현금보유모델로부터 산출된

현금성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연도별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Persistent는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Transitory 기업은 초과현금을 비연속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다.

매수후 보유 수익률은 Persistent 또는 Transitory 기업으로 인식된 회계연도로부터의

1년~3년간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각 수치들은 해당 기업들의 LIQ, RSIZE,VAROCF 및 OCF 평균값 및 그에 대한

T통계량이며, 각 집단간 차이의 경우에는 이표본 분산 T검정을 사용하였다.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의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기업의 초과현금보유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엇갈린 평가는 <표 16>의

PERS기업과 TRANS기업의 현금보유요인 비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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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ER 기업가 TRANS기업 모두 현금보유량 LIQ는 NON기업에 비하여

유의수준 1%에서 높게 나타난다. 영업현금흐름변동성의 경우 PERS기업이

NON기업에 비하여 높은 편이긴 하나, TRANS기업과 비교 시 유의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영업현금흐름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PERS

기업이 TRANS 또는 NON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용 편익모델 관점에서 영업현금흐름이 높을수록 현금보유요인이

감소함에도 PERS기업의 연구기간 현금보유 성향이 높게 나타난 점은

1990년 후반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연구기간 내

발생한 대외적 경영 여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PERS기업이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이라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양호한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영업

변동성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의 현금보유’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결과에서 볼 때 TRANS기업이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요인

또는 동기는 앞서 살펴본 PER기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TRANS기업의 경우 NON기업에 비하여 매수후보유 수익률 및 영업현금

흐름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TRANS기업의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당기업의 기존 현금보유 성향

또는 정책에 변화를 주는, 대내외적 영업활동 여건의 부정적 변동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TRANS기업과 NON기업간 매수후보유 수익률 격차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PER기업의 현금보유성향에는 대내외적 영업 환경과 더불어 산업

특성 등에 따른 기업별 내부 정책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

연구기간 13년간 PERS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6회 이상의 초과현금

보유기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연구대상 전 기간에 걸쳐

초과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초과현금 보유 회수 상위 20개사는 <표 17>과

같으며, 대부분 산업재 또는 소재와 같은 제조업 분야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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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PERS기업
인식시점

초과현금
보유 회수

산업군

(주)유양디앤유 2002 13 정보기술

일성건설(주) 2002 13 산업재

(주)백산 2002 13 소재

대덕GDS(주) 2002 12 정보기술

(주)덕성 2002 12 소재

(주)신영와코루 2002 12 자유소비재

국도화학(주) 2002 12 소재

대동전자(주) 2003 12 산업재

계양전기(주) 2003 12 산업재

영풍제지(주) 2004 11 소재

(주)동방아그로 2004 11 소재

세종공업(주) 2002 11 자유소비재

화천기공(주) 2002 10 산업재

대한제분(주) 2002 10 필수소비재

현대약품(주) 2002 10 의료

(주)위스컴 2004 10 소재

덕양산업(주) 2005 10 자유소비재

태원물산(주) 2006 9 자유소비재

신라교역(주) 2007 8 필수소비재

삼영전자공업(주) 2007 `8 산업재

<표 17> PERS기업 중 초과현금보유 기간 상위 20대 기업

표본기업은 2000~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음.

초과현금은 기업별 실제 현금성 자산 보유량에서 Baseline Model으로부터 산출된

현금성자산 보유량과 연구기간 연도별 현금보유량의 표준편차의 1.5배의 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Persistent는 초과현금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Transitory 기업은 초과현금을 비연속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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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영활동 환경 하에서 국내 기업들의 초과현금

보유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업별 초과현금 보유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초과

현금보유는 기업가치를 저하시키며, 또한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 ②

지속적 초과현금 보유는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 보다 기업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분석대상은 금융업종을

제외한 국내 유가증권시장(KSE) 상장 기업이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기간을 설정, 현금보유 특성 및 그에 따른 수익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저현금보유모델(Baseline cash holding model)균형패널

분석 결과 시장·장부가치비율 (MTB) 및 영업현금흐름 변동성은 현금

보유량과 양(+)의 관계를, 부채 비율 및 순운전자본 등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연구기간 중 국내 상장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이 상당 부분

비용편익모델(Trade-off model)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업현금흐름 규모는 비용편익모델에 따른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

되었다. 즉, 비용편익모델 관점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이 높을수록 현금보유

요인이 감소함에도 영업현금흐름과 현금보유량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기간이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현금흐름 발생이 크고 그 결과

현금보유 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 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로서 현금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서 도출한 기저현금 보유모델을 이용, 각 기업별/연도별

초과현금을 측정 후 연구기간 동안 초과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기업(NON), 초과현금을 한 번이라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

(PERS) 및 초과현금을 한 번이라도 보유하나 1년간 일시적으로만 보유하는

기업(TRANS)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PERS,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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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각각에 대하여 기업규모 또는 MTB를 기준으로 한 비교기업

(Control firm)을 NON기업군에서 선정, PERS, TRANS기업으로 인식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3년간의 매수후보유 수익률(Buy-and-hold return)

및 초과 수익률을(Buy-and-hold abnormal return)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PERS기업군의 경우 지속적 초과현금

보유에도 불구, NON기업군의 매수후보유 수익률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시적으로 초과현금을 보유하는 TRANS기업군의

경우 NON기업군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수익률 격차

또한 매수후보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기업의 경우 가설①과 일치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가치 하락의 원인은 대리인비용 측면과

달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기업의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기존 현금 보유성향

또는 정책에 변화를 주는 영업상의 대내외적 부정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기업군의 초과현금 발생시점으로부터의 초과 수익률 추이 및 다른

두 기업군, 즉 PERS 및 NON기업군 보다 낮게 나타나는 영업현금흐름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지속적 초과현금 보유기업은 가설① 및 가설②에서 예측한

바와 달리 초과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 시 유의적인 기업가치

하락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업가치 측면에서 일시적 초과현금

보유 기업의 초과현금보유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등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본 연구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할 시, 기업의 지속적 초과현금 보유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비록 대리인 비용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서서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예비적 동기의 현금보유라는

긍정적 시그널로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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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porate Excess Cash Holdings

and Shareholder Value

Kim, Hyunja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listed corporate

cash holding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 cash holding period

and firm value represented by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from

2000 to 2012 in Korea. For that, annual baseline cash holding amount

of each listed firm is analyzed based on the estimated baseline cash

holding model. On the basis of the results, excess cash is calculat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 cash holding period and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 is examin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panel analysis of the corporate baseline cash

holding model, it is found that market to book value ratio (MTB) and

volatility of operation cash flow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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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while leverage (LEV) and net working capital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ash holdings, which shows a trade-off model best

explain corporate cash holding level. Secondly,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1 to 3 year period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Transitory' excess cash firms, which hold excess cash reserve at

least more than once, but no longer than 2 years in a row during the

period, have the lower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than the

'control firms' of 'Non' excess cash firms, which do not experience

any excess cash holdings. However, 'Persistent' excess cash firms,

which hold excess cash reserve for over 3 years in a row during the

period, do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firms. Lastly,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longer Transitory firms hold excess cash

reserve, the larger gap of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there

exists between Transitory firms and control firms in Non excess

cash firm group.

The result shown from this study explains that Transitory firms

have more negative effect, compared to Persistent firms, on corporate

values in regard to excess cash holdings, even though they hold

excess cash reserve just transitoril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re included in this study period, Persistent

excess cash holding firms, despite the possible negative effect on the

firm values such as agency cost, seem to provide positive signals of

excess cash holding in precautionary motive under unstable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circumstances. However, in case of Transitory

firms, they have significant lower buy-and-hold shareholder returns

than control firms in Non excess cash holding group.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sult that the longer holding period becom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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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larger gap there exists between Transitory firms and

control firms, transitory excess cash reserve holding seems to be

interpreted as being derived from negative business-related causes

that change a firm's existing corporate cash holding tendency or

policies rather than from favorable business performance in normal

operational activities. The result also appears to coincides with the

empirical analysis that Transitory firms have lower operating cash

flows than the other two groups.

Keywords : determinants of corporate cash

holdings, excess cash holdings,

excess cash holding period,

buy and hold return

Student Number : 2005-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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