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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다양한 배당 련 이론을 종합 으로 검증하여 어떠

한 기업특성 재무요인들이 배당정책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 다.이를 해 정부배당정책의 추이와 황을 악하여

공공기 의 배당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분석하고

2010년 도입된 새로운 배당결정방식이 공공기 의 배당성향 결정

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해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배당정책 변경 과 후

로 나 어 분석하고,상 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본다.개별 기 의 재무요인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배당정책변경 ․후와 재무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평균분석을 실시하 다.

표본 기업은 2013년 재 공공기 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6년

간 배당실 이 있는 21개 기 을 상으로 하 으며,분석 상기

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총 126개 샘 을 상으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정부배당 결정기 이 변경된

2010년을 기 으로 변경 기간과 변경 후 기간을 하 기간으로

설정하여 배당결정 기 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분석하 다.

배당결정요인 변수로는 리인이론과 련하여 여유 흐름 변

수로 잉여 흐름을 사용하 고,신호이론과 련하여 정보효과

를 나타내는 변수로 수익성,성장성과 활동성을,기업성숙도를 나

타내는 변수로 기업규모를 사용하 다.잔여배당이론 요인변수로

버리지를 사용하 다.

배당정책을 변하는 종속변수는 배당성향을 이용하 으며,배

당정책에 한 향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잉여 흐름,수

익성,성장성,활동성,기업규모, 버리지와의 계검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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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흐름비율(OCF), 총자산수익률(ROA), 매출액성장률

(SGR),총자산회 율(ATR),Log총자산(LOA),부채비율(DER)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배당지 수 결정요인에 한 분석결과,다음과 같

은 시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인이론과 잔여배당이론의 견

해는 모든 기간에서 일치되었다.따라서 배당이 리인문제를

이는 역할로서 기능하며,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상응한 배

당을 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공공기 ,배당성향,재무요인, 리인이론,신호이론,잔여

배당이론

학 번 :2013-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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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과 목

국가가 자본 을 출자하고 지분을 소유하는 공공기 으로부터 발생하

는 정부배당수입은 요한 세입원천 의 하나이다. 융 기 이후 우리

나라의 재정건 성에 해 내외 으로 심이 증 되고 있다.감세정

책의 기조로 세입은 어들고 있는 데 비하여 복지정책을 한 각종 지

원 등 재정 확 로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자 규모가

증함과 동시에 국가채무비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 화를 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격한 세수증 를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실을 감안하면 세외수입의 증 에 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세외수입은 재산수입(propertyincome),경상이

수입(currenttransfer)등이 있으며 이 재산수입의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정부출자수입(dividends& profits)이다.정부 입장에서 출자

기 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배당과 보유지분의

매각시 에 발생하게 되는 자본차익이 있다.출자지분의 매각에 따른 자

본차익은 매각시 에만 1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정수입을

다각화하고 증 시키기 한 방안으로 정부출자기 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세입을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김기 외,2010)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배당으로

지 하고 난 나머지 순이익은 기업내부에 유보하여 재투자를 한 재원

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배당정책은 유보이익의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미래 투자를 한 자본조달에 직 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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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입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한편으로는 배당세입의 증가가 정부출자기 의 기업가치

를 극 화하는 문제와 상충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기업 내부에 유보된

이익은 투자를 한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는데,배당을 증가할 경우에는

내부유보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투자재원을 외부 융으로 조달해야

한다.외부 융의 조달이 비교 용이할 경우에는 큰 향이 없지만,외

부 융의 조달이 어렵거나 융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으로 인해 투자가 해되고 결과 으로 미래 기업가치가 감소할 수 있

다.

정부배당을 지 하는 공공기 은 부분 설립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

으며,개별법에 따라 이익 을 처리한다.그리하여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즉 당기의 이익 에 기 하여 출자자에 한 배분을 결정

한다.

2009년까지 정부배당 상 공공기 의 배당은 특정한 기 없이 기

의 과거 배당실 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그러나 산정 기 에 일 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익 비 내부유보가 과다하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정부 산이 투입되는 공공기 이 수익을 재정수입으로 환원

하지 않고 내부유보 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재정건 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내부유보 이 사내 복지 등으로 환될 경

우 공공기 의 비효율성을 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자체수입비 ,수익성,재무안정

성과 같은 계량지표 정부 재정지원이나 투자계획 등의 비계량지표를

종합 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배당결정방식이 2010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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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배당 련 이론을 종합 으로 검증하여 어떠한 기업

특성 재무요인들이 배당정책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이

를 해 정부배당정책의 추이와 황을 악하여 공공기 의 배당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분석하고 2010년 도입된 새로운 배당결

정방식이 공공기 의 배당성향 결정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범 와 구성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

하게 규정하고 배당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하여 법률개정

(2011.10.15시행)을 통하여 국유재산법 제65조의2부터 제65의6까지 정부

배당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국유재산 리 법률을 정비하 다.국유재산

법 제65조의2는 정부배당 상기업의 범 를 규정하며 국유재산법 제2조

와 제65조의2에 의거한 정부배당 상기업이 되는 일반회계소 정부출자

기 1)은 총 30개이다.이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 지정안'에

서 공기업으로 지정된 30개 공공기 가운데 정부배당 상기업은 모두

17개이며,14개 시장형 공기업 6개 기 과 16개 시장형 공기업

11개 기 이 해당된다.17개 기 리형 정부기 가운데 2개 기 ,70

개 탁집행형 정부기 가운데 3개 기 ,177개 기타공공기 가운데

2개 기 이 정부배당 상기업에 속한다.이 외에도 한국방송공사,기업은

행과 같은 6개 비공공기 이 정부출자기 에 속하여 정부배당의 상이

된다.

1)정부가 해당기 에 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과거 정부투자

기 리기본법에서 정의한 정부출자기 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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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정부배당 상기 황

분류 유형 기 명

공공

기

(24)

시장형

공기업

(6)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 력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11)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 공사

한국 물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여수 양항만공사

기 리형

정부기

(2)

한국자산 리공사,한국주택 융공사

탁집행형

정부기

(3)

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 공사

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

(2)
한국수출입은행,한국정책 융공사

비공공기 (6)
기업은행,산은 융지주,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서울신문사,물납주식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배당의 의의와 완 자본시장 가

정을 완화한 다양한 배당이론,즉, 리인이론(이해일치가설과 경 자안

주가설,경 자기회주의가설과 체가설,잉여 가설),신호이론(정보효

과가설,기업성숙가설),잔여배당이론 등에 한 이론 체계를 검토하고

배당이론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다.실증분석을 해 앞서 이

론 으로 검토한 배당이론 검증을 한 가설을 설정하고 선행연구로 밝

진 배당수 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하여 가설검증 모형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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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해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배당정책 변경 (2007～

2009년,기간 1)과 변경 후(2010～ 2012년,기간 2)로 나 어 분석하고,

상 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계를 살펴본다.개별 기 의 재

무요인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배당정책변경 ․후와 재무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평균분

석을 실시하 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배당가설 검증변수들이 배당성향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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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배당의 의의

배당이란 출자자들의 납입자본을 토 로 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

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출자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

분매각에 따른 차익과 정기 으로 지 받는 배당이 출자한 자본으로 인

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에서 출자자의 이익배

당청구권은 여러 권리 에서도 가장 기본 이고도 본질 인 고유권이

다.따라서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이익에

한 배당을 지하는 것은 출자자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자자의 이익에 한 배당청구권이 고유의 권리이기는

하나 무리한 배당으로 인해 기업의 자본충실이 태해지거나,출자자의

유한책임 본질로 인해 기업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그러므로 이익배당은 채권자를 한 책임재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만 가능하다.따라서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차 조표상의 순

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그 결산기까지 립된 법정 비 ,그 결산기에

립하여야 할 이익 비 을 공제한 액이며,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여기서 차 조표상의 순자산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는 바,이 순자산액을 배당가능이익의 출발 으

로 삼는 것은 채권자를 한 책임재산이 확보된 후에야 배당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이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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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 수 에 한 지표는 배당수익률,배당률 그리고 배당성향이

있다.배당수익률(dividendyield)은 배당 을 주가로 나 값으로서 투자

자 입장에서 볼 때 투자규모 비 배당수익을 나타낸다.배당률(dividend

rate)은 배당 을 발행주식총수로 나 1주당 배당 을 액면자본 으로

나 비율을 말한다.배당성향(dividendpayoutratio)은 법인세차감후 순

이익， 즉 배당가능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액의 비율을 말하며 배당지

률이라고도 한다.

배당지 수 의 결정은 동시에 유보율의 결정을 의미한다.배당지

수 을 높여 배당액을 많이 지 하면 주주의 수익은 증가하지만,기

업의 유보이 익은 감소한다.배당정책은 재 지 되는 배당수 에 한

주주의 기 와 유보이익의 성장에 한 주주의 기 사이에 한 균형

을 찾아 주가가 최 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그 이유는 배당

의 성장목표와 유보이익에 의한 기업의 성장목표가 주가에 미치는 향

은 서로 상반되므로 이들의 균형 을 찾는 것 이 매우 요한 재무정책

이기 때문이다.(최승빈,2004)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제 자본시장에서 배당과 유보이익은 모두 주가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러나 Graham etal.(1961)이 주장한 손안의

새의 비유(birdinthehand)와 같이 일반 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유보이

익보다 배당에 하여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한 배당에 한 투자

자의 태도는 주가에도 민감하게 반 되므로 기업의 가치평가에서도 배당

이 요한 요인이 된다(구맹회,1996).

첫째, 배당은 재 확정된 수입이므로 험이 없다는 것이다.기업

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키면 체로 유보이익이 주가에 반 된

다.그러나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하므로 명확한 측이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기업이 여러 회계기간 동안 이익을 계속해서 유보시키면 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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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함에 따라 투자 험이 차로 가 되므로 결과 으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따라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투

자 험을 짧은 기간 내에 제거할 목 으로 배당지 수 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배당은 정보효과(informationalcontentofdividend)를 가진다.

배당을 지 한 기업은 배당지 능력이 있는 건 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장기간 동안 일정한 배당수 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험이 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된다.그리고 배당을 지 하는 기업은 투자를 한 자본조

달 능력도 충분하다는 정보가 된다.따라서 투자자는 배당수 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재의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선호의 경향이다.왜냐하

면,주주가 이 필요할 때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수요에 처할

수도 있지만,주식의 매매활동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주가가 변동하면 원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주식매매는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 요하다.주식

거래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배당의 수입에는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다시 말해서,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

주식에 한 배당 이 지 되지 않거나 는 불충분하게 지 되면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을 마련하게 된다.그러나 주식거래에는 반드

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매매할 주식의 양이 작을 때에는 상 으

로 거래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재무활동에 있어서 배당정책은 투자결정,자본조달결정과

함께 재무 리의 주요한 기능 의 하나로서 기업가치가 최 화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구맹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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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당이론

배당에 한 연구는 MillerandModigliani(1961)의 배당무 련이론 이

후 완 자본시장 가정을 완화한 다양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배당에 한 통 견해는 투자자들은 사내유보로부터 얻어지는 미래

의 불확실한 수입보다는 재의 확실한 배당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미래 투자자 을 조달하기 해 배당을 이면 기업의 성장성은 높아

지지만 투자자들은 미래수익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의 확실한 배

당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Graham and Dodd(1961),

Gorden(1959),Walter(1967)등은 배당의 증가는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

다고 하 다(곽철효 외,2007).

그러나 재의 배당은 확실하고 미래에 받게 되는 배당은 불확실하다

는 통 인 견해는 불확실성하의 재무의사 결정 이론에 의해 반론을 받

게 된다.

MillerandModigliani(1961)는 기업가치는 오로지 투자결정과 자산의

수익력에 의해 결정되고 배당정책과는 무 하다는 무 련이론을 주장하

다.그들은 기업가치가 배당과 내부유보간의 조합에 의해 변화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하 다.MM은 완 자본시장(perfectcapitalmarket)이 존

재하고,투자자는 이성 으로 행동(rationalbehavior)하며,투자자는 기

업의 모든 투자계획과 미래의 이익에 하여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

(perfectcertainty)을 설정한 다음,잔여배당이론에 기 하여 배당정책과

주가의 무 련성(irrelevanceofdividend)을 주장하 다(구맹회,1996)

즉,기업이 일단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따라 자본조달의 방법

을 결정하여야 하는데，주가는 자본조달의 방법에 상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서,기업은 배당으로 인한 유동자 부족때문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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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하게 되면 주가도 하락한

다.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주가가 하락하 다 할지라도 이미

배당을 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wealth)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부는 재 미래의 배당결정에 의해 향을 받지 않

고,오직 기업의 기 이익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 다.결론 으로 배당

지 수 이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두 기업의 시장가치와 재의 배당

액을 합계한 가치는 차익거래와 완 확실성의 가정에 의하여 완 히 동

일하다고 주장하 다(구맹회,1996).

그러나 실제 융시장은 완 자본시장 가정과 달리, 리인비용,비

칭정보,고객효과,재무 곤경과 같은 시장불완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시장불완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인이론과 련하여 이해일치가설과 경 자안주가설,경 자기회주

의가설과 체가설 그리고 여유 가설이 제기되었고,신호이론과 련

하여 정보효과가설,기업성숙가설이 제기되었다.그리고 잔여배당이론,

고객효과이론,거래비용이론, 이터링이론 등의 배당이론이 제시되었다.

1) 리인이론

리인문제(agencyproblem)는 소유와 경 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경 자는 주주의 약한 권리

를 이용하여 주주의 이해보다 자신의 사 이익(personalbenefits)을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더 높은 리인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리인이론에서는 주주와 경 자간의 리인문제를 완화하기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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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배당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을수

록 주주와 경 자간의 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며 리인비용도 증

가한다. 리인문제는 주주와 경 자간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주와

소액주주 간에도 발생 할 수 있다.

Jensen(1986),Stulz(1988)등은 리인이론 하에서, 버리지가 증가하

면 부채비용의 증가로 인해 잉여 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부채는 과

도한 보수,불필요한 비서진,과도한 운 비,호화 장,기타 특권 지

출(perquisiteconsumption)과 같은 경 자 기회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도 리

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JensenandMeckling(1976)은 주주들이 자

신들에게 배당을 지 하는 것은 채권자의 비용부담 하에 채권자로부터

부를 탈취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 다.배당지 은 채권의 원리 상환에

사용해야 할 흐름을 사 에 집행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이규

,2009)

Rozeff(1982)는 최 배당정책은 자기자본의 리인비용(equityagency

costs)과 거래비용간의 상반 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다.즉 배당 이

증가할수록 어드는 리인비용과 배당 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외부

자본조달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이 최 배당지 수 이라고 하

다. 한 그는 배당 지 의 고정비 인 성격은 부채와 유사하게 작용하

여 리인비용을 이는 구속(bonding) 감시(monitoring)의 기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 다(이규 ,2009).

(1)이해일치가설과 경 자안주가설

JensenandMeckling(1976)은 경 자의 지분율이 낮고,주주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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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있을수록 내부자는 특권 소비(perquisiteconsumption)와 같

은 사 이익을 최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자산을 활용하고자 하

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하 다.그러나 내부자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면,사 이익의 추구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자신이 더 많이 부담해

야 하기 때문에 리인비용은 감소하게 된다(이해일치가설).

한편,Demsetz(1983),FamaandJensen(1983)이 지 한 것처럼,경

자가 기업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

의 지분율을 보유하는 경우,경 권 (takeoverthreat)이나 경 자

시장(manageriallabourmarket)등과 같은 외부시장의 견제가 약화되

어 경 자안주 상(entrenchment)이 발생할 수 있다.Stulz(1988)는 경

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 권 탈취의 가능성을 효율 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경 자안주 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Morck et

al.(1988),McConnelandServases(1990)는 내부지분율과 기업성과간에

는 역U자형 계를 갖는다고 하 다.즉 일정한 지분율 이상의 수 에

서는 경 자의 안주 상 이 발생하여 기업가치가 감소한다고 하 다(최

승빈,2004).

이러한 이해일치가설과 경 자안주가설은 리인이론을 바탕으로 기

업의 배당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내부자의 지분율이 경 자의 안주 상

을 발생시키는 수 보다 낮은 경우,배당정책은 기업지배 수단의 안이

될 수 있다.즉 경 자의 지분율이 안주 상을 발생시킬 수 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자기자본의 리인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배당을 늘려 외부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크게

된다.

그러나 내부자의 지분율이 차 증가하는 경우에는 외부주주와 경 자

의 이해가 일치하게 되어 자기자본의 리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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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증가시켜 외부 자본시장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낮아

지고,따라서 배당을 축소하게 된다.이러한 계를 고려하면,경 자안

주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이하의 수 에서는 내부지분율과 배당

간에는 부(-)의 향 계가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경 자의 지분율이

안주 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안주 상으로

인한 리인비용(entrenchment-relatedagency cost)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

될 필요가 있고,이를 해 배당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주진할 수 있다.

한편 SchooleyandBarney(1994)는 소유지분이 일정수 을 과하면

경 자의 안주로 인하여 배당수 을 증가시키는 상이 발생한 다고 하

다(최승빈,2004).

(2)경 자기회가설과 체가설

LaPortaetal.(2000)은 경 자의 리인 문제는 경 자에 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

들은 기업 지배구조와 배당간의 계에 한 연구에서 리인 비용과 배

당의 계에 한 두 가지 가설,즉 경 자 기회가설과 체가설을 검증

하 다.주주권리가 잘 보호되어 있는 경우,즉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경

자에 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해( 리인 문제의 감소를 해)배

당을 늘릴 것이라는 경 자기회가설(outcomehypothesis)과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리인 문제가 상 으로 을 것이므로 리인비용의 추가

감을 해 굳이 배당을 과다하게 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체가설

(substitutehypothesis)을 배타 인 가설로서 검증하 다.이들은 33개국

의 총 4,000개의 기업을 상으로 의 두 가설을 분석한 결과,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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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당에 정(+)의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 자 기회가설을 지

지한다고 주장하 다(이규 ,2009)

한편,Jiraporm andNing(2006)은 S&P500 NYSE,AMEX,그리고

NASDAQ등에 상장된 기업을 상으로 주주권리보호의 강도와 배당

정책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주주권리보호 정도는 배당에 부(-)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체가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 다.(최승빈,

2004)

(3)여유 흐름 가설

Easterbrook(1984)은 배당지 은 기업의 경 활동과 성과를 자본시장

을 통해 통제받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리인문제(equity agency

problems)를 죽 소시킬 수 있다고 하 다.배당지 이 많을수록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자본시장으로

부터 자본조달이 증가하게 되면 기 투자가나 증권거래소,자본공 자

등으로부터의 경 감시가 강화되게 된다.HansenandTorregrosa(1992)

는 기업의 신주발행에 있어 투자은행의 감시기능이 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Fluck(1998),Myers(2000)는 경 자들이 주주의 감시

활동을 완화시키기 해 배당을 실시 한다는 배당행 의 리인이론모델

(agency-theoreticmodels)을 제시하 다(구맹회,1996).

한.Jensen(1986)은 지속 인 배당지 은 기업의 여유 흐름을 최

소화시켜 리인문제를 일 수 있다고 하 다.기업에 여유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경 자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투자안에 까지 투자를

확 하고자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배당을 통해 여유 흐름

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잉 투자에 의한 리인문제를 일 수 있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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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최승빈,2004).

AgrawalandJayaraman(1994)은 부채기업과 무부채기업의 배당정책

을 분석한 연구에서,배당에 있어 여유 의 사용은 주주와 경 자간의

이해상충 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 다.

2)신호이론

MillerandModigliani(1961)의 배당무 련이론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 흐름을 이미 알고 있고,투자자들은 이 알려진 흐름을 할

인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평

가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기업의 재

무정책의 어떤 변화, 를 들면 배당지 수 의 변화 등이 있으면 이러

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호이론이다.기업의 경 자는 내부

자로서 미래의 흐름에 한 배타 인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러

한 미래 흐름에 한 분명한 정보를 시장에 달하려 할 것이다(구

맹회,1996).

Bhattacharya(1979)는 열등한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우수한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보다 훨씬 높은 거래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

다.따라서 열등한 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우수한 로젝트를 수

행하는 기업을 모방하는 배당정책을 실시할 수 없으며,따라서 배당정책

이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 다.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래의 흐름과 그 기업의

험 수 은 항상 시장에서 인지된 흐름과 험수 이며,배당정책

의 변화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이러한 배당의 신호이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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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배당정책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배당지 이 유

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배당지 에 따른 이익이라고 한다면,이

이익이 배당지 에 따른 비용과 상쇄될 때 최 배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정보효과가설

배당의 정보효과(information content of dividend)란 비 칭정보

(asymmetryinformation)하에서 기업의 미래가치에 한 우월한 정보를

시장에 달하기 한 수단으로 배당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시장에서

는 배당정책의 변화를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한 경 자의 측의 변화

로 해석하게 된다. 기치 못한 배당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 망에 한

낙 인 신호로 달되어 주가가 상승하고, 기치 못한 배당의 감소는

비 인 신호로 달되어 주가가 하락한다.따라서 주가는 배당지 그

자체보다 기업의 미래가치에 한 신호효과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한 업이익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면 경 자들이 재무 곤경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배당지 을 감소시킬 것으로 상한다(이규 ,

2009).

MillerandRock(1985),JohnandWilliams(1985)등은 기업이 배당을

흐름 수 에 한 신호로 사용한다고 하 고,KaleandNoe(1990)는

배당을 흐름의 분산에 한 신호로 사용한다고 하 다.배당수 은

그 자체가 주가변동을 가져오는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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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성숙가설

Grullonetal.(2002)은 기업의 성장기회 유동성 보유수 과 련해

서 배당지 이 갖는 정보효과에 해 연구하 다.기업이 성장기에 있을

경우에는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잔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지 이

감소하는 반면,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어들면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잔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지 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 다.이는

투자지출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배당지 이 감소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들이 주장한 성숙도가설(maturityhypothesis)에

따르면 기업들은 성숙기에 어들어 성장기회가 감소하면 배당을 늘리게

되는데,이는 해당기업의 체계 험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 다.즉 배당의 증가는 기업의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동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으로,투자기회의 감소,체계 험의

감소,수익률의 하락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 다.

한편 그들은 배당이 증가한 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익이 하락하 고, 체로 배당을 감소시킨 기업은 이익이 감

소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이 때,기업의

배당지 의 증가는 첫째, 험이 어든다는 정 인 정보 측면과,둘

째,수익성이 어들 거라는 부정 인 정보 측면이 반 될 수 있다고 하

다.그들은 배당증가에 한 시장에서의 정 인 반응은,두 가지 정

보효과 험요인이 수익성요인을 압도한 결과라고 해석하 다.(최승

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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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잔여배당이론

기업에서 지향하는 최 배당정책의 목표는 최 주가의 실 이고,최

주가의 실 은 가 평균자본비용(weightedaveragecapitalcost) 는

한계자본비용(marginalcapitalcost)이 최소가 되는 자본구조,즉 최

자본구조(optimalcapitalstructure)가 형성될 때에 가능하다.따라서 최

배당결정은 최 자본 구조를 실 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울러

기업가치의 최 화 는 주가의 최 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의 업활동이 우량하여 유보이익의 재투자수익률이 주주의 기회

비용인 최 요구수익률을 과하게 되면,주주는 배당을 지 받는

신에 배당 이 기업에 유보되어 재투자되기를 원한다.기업이 수익성

이 높은 투자안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투자자 을 조달할 때,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먼 유

보시킨 다음,유보되지 않은 이익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 잔여 이익을

배당 으로 지 하게 된다(이규 ,2009)

MillerandModigliani(1961)은 이와 같이 최 주가의 궁극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내부유보 이후의 잔여 이익을 배당으로 지 한다는 이

론을 배당의 잔여배당이론(residualtheoryofdividend)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법은 기본 으로 배당결정을 투자결정의 결과 혹은 부산물

로 보는 견해로서,기업의 순이익을 우선 으로 최 자본구조에서 필요

로 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 충당을 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당

으로 지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즉,배당을 투자결정 그에 필요한 자

기자본 충당 후 남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구맹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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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당가능이익의 정의

배당을 한 기 가 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법이며,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이 보완 기능을 하고

있다.배당은 주주의 본질 인 권리이나 주주의 이기심에 의해 무리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게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채권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따라서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

칙에 따라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르면 차 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그 결산기까지

립된 법정 비 ,그 결산기에 립하여야 할 이익 비 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하고,이를 한도로 배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반하여 과 배당을 한 경우에는 기업의 채권자는 출자자에

해 기업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차 조표상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으로 자

본 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자본액이란 1주당 액면가액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액을 뜻한다. 한 법정 비 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립하는 자본 비 (capitalsurplus)과 손익거래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립하는 이익 비 (earned

surplus)으로 구별된다.따라서 ‘그 결산기까지 립된 법정 비 ’이라

하면 결산기까지 되어 있는 자본 비 과 이익 비 의 합계액을 뜻

한다.자본 비 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그

본질상 납입자본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되지 못하므로 무제한 립을 해야 한다.상법에서는 자본 비 의 재원

으로 주식발행 과 (상법 제459조 제1항 1호),주식의 교환차익․이

차익(상법 제459조 제1항1의 2,1의 3),감자차익(상법 제459조 제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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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합병차익(상법 제459조 제1항 3호),회사분할차익(상법 제459조 제1

항 3의2),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 (상법 제459조 제4호)을 규정

하고 있다.‘그 결산기에 립하여야 할 이익 비 ’이란 상법 제 458조

에 의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액을 립해야 하는 바,해당 립 액을

말한다.여기서 이익 비 을 배당액에 연계하여 립하도록 한 것

은, 비 이 잉여 의 에 의한 처분을 억제하는 뜻을 가진 것이므

로 의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배당은 제외하고 배당액의 일

정비율을 립하도록 한 것이다.더불어 ‘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립하라는 것은 배당을 할 경우의 립해야 할 비 의 최 한도

를 정한 것일 뿐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 비 을 립할 수 없

다는 뜻은 아니다. 배당의 여부에 불구하고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 비 을 립할 수 있다(최도성 외,2006)

3.배당정책 결정요인

배당정책이란 기업이 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 출자자에게

자본제공의 가로 어느 정도의 배당을 지 하고,얼마만큼을 향후 재투

자를 해 기업 내부에 유보시킬 것인가 하는 재무 의사결정을 말한

다.기업의 재무정책 주요 유출 요인 하나인 배당과 련된

배당정책은 매우 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기업이 지 배당으로 지

할 것인가 아니면 유보 후 재투자를 통해 나 에 배당으로 지 할 것

인가 하는 것은 결국 배당정책이 배당지 의 시간 인 패턴임을 의미한

다.배당이란 출자자들에게 이익으로부터 정기 으로 지 되는

는 기타 재산의 비례 배분을 의미하는데,사채의 이자처럼 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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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 시장상황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그 액이 조정될 여지가 많다.이때 그 액의 크기를 어

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바로 배당정책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최도성

외,2006)

일반 으로 기업의 가치 즉,주가는 배당과 미래 성장률의 함수로

표시된다.이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배당액이 크면 클수

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며,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배당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투자를 한 사내유보

액이 어들어 미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당의 지 은

기업가치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배당정

책과 련하여 그러한 의사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한 단은 궁극

으로 배당과 사내유보의 비율을 정하게 조정하여 기업가치의 증

여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이와 련하여 기업의 배당정책에 있어

서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을 기업 내부의 재무 요인과 외부환경요인

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1)기업 내부의 재무 요인

(1)미래 자본소요와 투자기회

기업의 성장속도가 바를수록 추가 인 자 수요는 증 하고 이 경우

유보이익은 기업의 렴한 자기자본의 조달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배당수 은 상 으로 억제될 것이다.주식발생시장에의 근이 어려운

기업이나,가능하더라도 발행시장이 침체된 경우 유보이익의 요성은

상 으로 증 된다.이익을 배당이나 사내유보로 나 는 결정은 기업

이 가지는 투자기회의 수익성과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자기자본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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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달려있다.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가진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재투자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2)이익 련 지표의 추이

배당결정의 기본 출발 은 무엇보다도 당기순이익이나 배당가능이익

의 규모일 것이다.배당결정은 성격상 미래의 기업 활동에 한 계획이

기 때문에 과거에 실 된 이익이 당기배당의 원천일 뿐 아니라 미래의

기 이익도 배당수 결정에 향을 미친다.Lintner(1956)에 따르면 기업

의 미래배당액의 변화율이나 미래의 상배당률을 측하는데 순이익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고 한다.(이규 외,2009)

한 이익의 안정성 여부는 경 자의 배당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고려요인이 된다.만일 어떤 기업의 이익이 비교 안정되어 있다

면,그 기업의 미래이익은 쉽게 측할 수 있으며,안정된 이익의 범 내

에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이 심한 기업의 경우에

는 미래이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유보이익을 크게 하여 험에 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잉여 흐름 수

실제 배당 의 지 은 의 직 인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동

성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지 할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기업이 성장단계에 놓여있고 수익성이 높은 고정자산의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유동성이 낮아지게 될 미래의 불확실성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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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당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상을 보이게 된다.기업의 유동성은

결국 기업의 투자결정과 자본조달결정에 향을 받게 되므로 과거 투자

비 보유 비율을 고려한 정 잉여 흐름 수 에 근거한 배당결

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재투자수익률 자본비용

기업의 투하자본수익률은 배당정책결정요인 매우 요한 변수이다.

주주 입장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보이익을 희생한 무리한 재투자는 오히려 기업가치의 하락을

래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더 지 함으로써

주주가 스스로 더 나은 투자기회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따라서 투하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지 의 유보정도는 높을 것

으로 보인다.

(5)기업의 소유구조 지배구조

기업의 최고경 자는 배당지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소

유구조 지배구조에 한 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거액의 배

당지 은 나 에 보통주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 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

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때 재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들

이 신주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 지배권(경 권)에 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사채의 발행은 기업의 험을 증가시켜 주주들의

지배권이 간 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M&A의 이 존

재하는 경우 기업은 과다한 배당을 억제하고 많은 이익을 기업내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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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경 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지배권의 정도는 리인 문제와 련된 리인 비용의

극소화를 한 배당수 의 결정에도 향을 미친다.즉,외부주주들의 주

식소유비율이 낮다면 리인 비용을 이기 해 배당을 지 할 필요성

이 기 때문에 배당수 이 낮을 것이며,반 로 주주지분이 은 경

우 리인 비용이 커질 것이므로 이를 이기 하여 배당수 이 증가할

것이다.사외이사의 구성 권한, 문성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와 외부

주주 간의 리인 문제는 낮아질 것이므로 배당수 이 감소될 것이다.

(6)배당지 추이

기업의 배당정책 과거 배당지 추이는 매우 요하다.일시 인

이익 수 인지 구 인 이익 수 인지를 검토하여 배당변화는 구 인

이익 수 의 변화를 기 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기업의

배당정책 지표로서 배당성향을 심으로 할지,배당 액을 심으로 할

지 는 투자자차원의 배당수익률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7)자본조달능력

기업의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요자본

의 조달능력을 해서는 배당을 억제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유보시키려

고 한다.수익력이 크고 비교 안정된 이익을 실 시키고 있는 자본조

달능력이 큰 기업은 일반 으로 그 지 못한 기업보다 배당률이 높은 경

향이 있다.기업의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 있을 경우라도 그 기업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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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어서 비교 짧은 기간 내에 자 을 쉽게 차입할 수 있다면 비

교 동원 가능한 기업 내의 자 범 내에서 배당을 가 많이 할 수

있다.

(8)사채 차입계약상의 제약

사채의 발행 는 융기 으로부터 장기차입 을 조달하는 경우에

채권보 을 하여 채무약정서(bondindenture)에 배당지 의 제한조건

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계약이 성립될 때 그것은 자연

히 기업의 배당정책에 향을 미치게 된다.

(9)배당의 정보효과

배당수 는 배당증감의 발표를 통해 외부주주와 내부주주 간의 기

업가치에 한 정보비 칭을 경감 할 수 있다.이 경우 배당은 하나의

정보를 달하는 신호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기업은 이러한 배당

의 정보효과를 인지하여 배당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 기업은

IR을 통한 배당정보를 정기 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배당에 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배당 측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2)기업 외부의 환경 요인

(1)경제환경

배당결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외부환경 제반 요인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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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 ,경기변동국면,통화량 통화량증가율, 리,환율 등 경제

상황 미래 경제상황에 한 망과 증권시장,채권시장 동향 등 자본

시장여건은 매우 요한 경제환경 요인이다.환경 요인들이 배당수

의 결정에 있어 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부분의 기

업에 공통 인 환경으로 존재하므로 비록 개별기업에 따라 고려의 정도

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으로 회피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의 조건은 기업의 배당수 결정에 있어 한 고려 요인이

된다.따라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침체는 배당의 결정에 향

을 미친다.이러한 자본시장의 여건은 결국 기업이 내부 으로 수립한

목표배당수 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한 자본시장에서의 주가의 동향에

따라서도 배당결정은 향을 받게 된다.

(2)산업 내 경쟁기업

산업 내 유사기업과의 배당정책 배당수 비교는 일반 인 업계

행이며, 실 으로 애 리스트들의 기업가치에 한 상 평가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3)배당에 한 법률 변화

법정 립 련 법률 변화로 인한 배당가능이익의 변화가능성 배

당소득세율 자본이득세율 변천추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정책도 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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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공기 정부배당 황

1.공공기 배당 련 법률

1)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은 배당결정기 을 규정하며,상법 는 련 법

령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정부배당 상기업에 하여 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명시하 다.배당 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정부출자수입 산규모의 정성 정부의 재정여건,해당 기업의

배당률 배당성향,동종․유사업종 민간부문의 배당률 배당성향,해

당 기업의 경 여건,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규모,공공성 등을 고려하

도록 하 다.

동법 제65조의4와 5는 정부배당 추정자료와 결정 자료를 총 청과

앙 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정부배당 상기업은 정부배당수

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 는 앙 서의 장에게 제

출하며,기획재정부장 는 앙 서의 장은 자료를 기 로 다음 연도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산안과 기 운용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정

부배당 상기업은 기획재정부장 소 앙 서 장과 미리 의를

거친 후 이사회,주주총회 등의 정부배당결정 련 차를 거쳐 정부배

당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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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기 설립 개별법

정부배당 상기업은 부분 설립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이에 따

라 이익 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개별법상에서는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즉 당기의 이익 에 기 하여 출자자에 한 배분을 결정

하고,배당가능이익은 당기의 이익 에서 이월손실 의 보 ,이익 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이익 비 ,이익 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사업확장

립 등의 법정 립 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개별법상 배당가능이익 =이익 -이익 비 -법정 립 (사업

확장 립 )-기타

개별법상의 배당 규정에 따르는 기 의 경우,이익 비 과 법정 립

을 립하고 배당을 지 하며 남은 이익 은 임의 립 으로 립하

며,이후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이익 을 기 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된 임의 립 은 배당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익 의 처리순서는

주로 1)이월결손 의 보 ,2)이익 비 립,3)사업확장 립 등

의 법정 립 립,4)주주에 한 배당,5)임의 립 립으로 이루

어진다.

배당은 개별법에 따른 이익 의 처리 순서에 의거하여 이익 비 과

사업확장 립 의 립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배당이 이익 처리

후순 를 차지하는 문제로 인하여 내부 립 이 과다할 경우 배당가

능이익이 축소되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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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개별법에 배당과 련한 별도의 규정

을 두지 않고 상법 주식회사에 한 규정을 용받는다.한국가스공

사법 제18조3항은 공사에 하여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공기

업의 경 구조 개선 민 화에 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주식회사에 한 규정을 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한국공항공

사법 제19조 역시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에 하여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공기업의 경 구조 개선 민 화에 한 법률에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주식회사에 한 규정을 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

출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순자산 -자본 -자본잉여 -

이익 비 -법정 립 -자본조정

상법상 당해 연도의 이익 비 은 배당의 10% 이상을 립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상법상 최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상법상 최 배당가능이익 =(순자산 -자본 -자본잉여 -

법정 립 -자본조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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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배당 결정기 차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배당여부 규모 등이

결정되며,상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 까지 매 결산기마다

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 비 으로 립하고 있다.

반면,정부배당을 지 하는 공공기 은 부분 설립 근거 법률을 가지

고 있으며,이에 따라 이익 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개별법상의 배

당 규정에 따르는 경우,이익 비 과 법정 립 을 립하고 배당을 지

하며 남은 이익 은 임의 립 으로 립하게 된다.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에 따르면 공기업

은 기획재정부장 에게, 정부기 은 주무기 의 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

며 4월에 기획재정부가 운 하는 배당 의체에서 각 정부배당 상기업의

정부배당수 을 정하여 각 상기업에 통보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2009년까지 정부배당 상기업의 배당은 일 인 기 없이 기 의

과거 배당수 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나 배당결정방식에 일 성과 투명

성이 미흡하다는 지 에 따라 2010년부터 통일된 기 (국유재산법65조의

3)이 도입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배당 을 산출하게 되었다.

1.배당 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정부출자수입 산 규모의 정성 정부의 재정여건

3.각 정부배당 상기업의 배당률 배당성향

4.동종·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배당성향

5.해당 정부배당 상기업의 자본 규모,내부자 립 규모,부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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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국제결제은행의 기 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거 배당실 ,투

자재원 소요의 정성 등 경 여건

이 게 산출된 배당성향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기 으로 배당 을 결

정하고 정부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세입을 얻게 된다.

3.공공기 정부배당 황

2013년 기 정부배당 상기업에 속하는 30개 기 24개 공공기

의 최근 6년간 기 별 배당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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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배당 황(배당결정방식 변경 )

기 명

2007년도 결산 2008년도 결산 2009년도 결산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한국수출입은행 1,843 13.36 940 0 248 17.50

한국수자원공사 1,489 17.53 1,388 17.49 816 15.50

한국가스공사 3,648 27.87 3,308 25.68 2,380 23.49

한국도로공사 538 11.13 622 12.97 562 14.50

부산항만공사 386 11.01 428 12.40 407 19.50

인천항만공사 23 0 131 12.61 28 24.50

울산항만공사 8 0 185 12.30 239 26.50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6 15.10 86 12.32 84 10.00

농어 공사 113 11.24 370 12.99 664 10.00

한무역진흥공사 111 12.00 63 12.28 169 14.00

한국자산 리공사 549 26.49 683 0 933 22.50

한국토지주택공사 15,293 28.78 14,287 25.70 4,972 0

한국주택 융공사 99 12.85 -2,598 0 358 0

한국공항공사 757 16.02 416 16.58 426 0

한국감정원 37 15.01 49 12.16 39 18.97

한국 공사 548 15.00 332 12.33 1,570 22.98

한국석유공사 2,067 11.11 2,002 12.56 4,223 16.00

한국정책 융공사 -604 0.00

한국 물자원공사 44 11.06 94 12.40 213 15.00

한국조폐공사 178 26.50 93 26.58 5 25.50

한국철도공사 1,333 0 5,140 0 6,486 0

한국 력공사 14,468 0 -29,525 0 -777 0

여수 양항만공사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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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배당 황(배당결정방식 변경 후)

기 명

2010년도 결산 2011년도 결산 2012년도 결산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
성향

한국수출입은행 667 18.50 1,468 22.90 1,489 23.02

한국수자원공사 1,421 14.50 2,938 17.60 3,081 17.54

한국가스공사 2,062 21.83 2,084 26.48 5,057 23.55

한국도로공사 664 14.50 1,035 17.60 842 18.28

부산항만공사 769 20.50 693 25.10 578 26.26

인천항만공사 25 21.00 128 22.50 131 22.74

울산항만공사 206 27.50 240 27.50 146 29.50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3 10.00 112 13.90 124 14.82

농어 공사 762 10.00 923 13.90 666 14.58

한무역진흥공사 74 13.00 399 17.20 163 17.48

한국자산 리공사 950 22.50 1,060 25.70 953 26.98

한국토지주택공사 3,733 0 8,054 7.75 12,338 9.95

한국주택 융공사 252 0 1,364 13.00 2,235 17.08

한국공항공사 577 22.50 1,192 25.90 1,382 28.18

한국감정원 29 19.04 47 0 14 20.32

한국 공사 1,775 21.50 -119 0 862 22.16

한국석유공사 2,114 16.00 1,061 0 465 22.34

한국정책 융공사 4,048 16.50 5,540 22.00 -2,046 0

한국 물자원공사 230 15.00 119 19.80 -168 0

한국조폐공사 35 26.50 32 0 5 0

한국철도공사 3,808 14.00 3,123 0 -28,737 0

한국 력공사 -614 0.00 -35,141 0 -32,227 0

여수 양항만공사 -232 0 -428 0

한국방송 고진흥공사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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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행연구의 검토

배당정책에 한 많은 연구들의 심은 배당을 하는 이유와 결정요인

그리고 효과 등에 한 서로 한 련이 있는 세 가지 요인으로 모아

지고 있다.배당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추가 인 자 을 외부에서 조달

할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 투자자에게 자 을

빌려 쓴 가로 지불되는 흐름으로 자 조달과 주주의 부를 극 화

시켜주는 요한 원천이 된다.기업은 주주들의 부를 극 화시키기 한

이유로 높은 배당 을 지 해야 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이유로 낮은 배

당 을 지 하기도 한다.이러한 상반 계 하에서 배당정책을 어떻게 결

정해야 하는가는 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이에 한 결정요인의

이론 설명이 명료치 않고 단순 계를 분석하고 있는 등 향후 많은 연

구과제로 남겨놓고 있다.이러한 배당성향의 결정요인에 한 국내외 연

구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제 1 리인이론에 한 선행연구 검토

Rozeff(1982)는 배당이 경 성과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고 하 다.배당의 증가가 자본의 리인비용을 낮추는 반면 외부자

조달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를 들어 높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추가 인 외부 자 조달이 필요하게 되고 외부 자본시

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 된다.이는 그 기업이 외부자본 시

장의 엄격한 감시 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해당기업이 배당을

실시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시비용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주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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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로부터 요구되는 비용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경 자는 당연히 배

당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이때 시장의 두 가지 불완 성 즉,자본의

리인비용과 외부자 조달시 발생되는 거래비용에 주안 을 두고 최 배

당의 가능성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연구결과,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 증가를 기록 이거나 기록할

것으로 상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투자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성장성

은 배당지 과 부(-)의 향 계에 있다고 하 다.이는 투자정책이 배

당정책에 향을 미친다는 을 지지해 다. 한,기업들이 보다 높은

베타계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높은 베타가 재의 높은 업 버리지

재무 버리지를 반 하고 있는 것이므로 험과 배당지 과는 부(-)의

향 계에 있다고 하 다.배당지 이 다른 확정비용과 유사한 고정

비룔(quasi-fixedcharges)이라고 하면서,이것은 높은 고정비용을 부담

하는 기업은 추가 인 외부자 조달을 피하기 해 배당을 낮게 지 하

기 때문이라고 하 다.

즉,배당의 지 은 기업의 과거성장률 미래 상성장률에 유의 인

부(-)의 함수이며,베타계수 내부지분율과 유의 인 부(-)의 함수라고

하 다.

Jensen(1986)은 기업의 잉여 흐름이 충분한 경우,경 자는 사 이

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아진다고 하 다.이 때 주주

와 경 자간의 이해상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주주와 경 자간의 리인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잉여 흐름은 요

한 요인이라고 하 다.

한편, 흐름 비 이 높은 기업은 임장 결을 발하게 하여

인수합병의 상이 된다고 하 다.인수기업이 인수 상기업의

을 이용하여 인수에 따른 차입 을 쉽게 상환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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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흐름이 많으면 을 더욱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수기업

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 다.

LaPortaetal.(2000)는 리인비용과 배당의 계에 한 두 가지 가

설,즉 경 자기회가설과 체가설을 분석하 다.경 자기회가설에 의하

면 주주권리가 잘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 자에 한 감시활동을 통

해 배당을 많이 지 하게 되며,반 로 체가설에 의하면 주주권리 보

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리인문제가 상 으로 경감될 수 있

으므로 리인비용의 추가 감을 하여 배당을 과다하게 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이들은 33개국의 총 4,103여개의 기업을 상으로 의

두 가설을 검증한 결과,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배당을 많이 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 자기회가설을 지지

한다고 주장하 다.

최종범 등(2005)은 리인비용,투자기회, 업․재무 험이라는 세 가

지 요인이 24개 개별국가에서 기업의 배당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종속변수인 배당수 의 용변수로는 배당성향을 이용하 으며,독

립변수로 선택된 리인비용,투자기회, 업․재무 험의 용변수로 각

각 내부지분율,최근 5년간 매출액성장률,주가변동성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첫째, 리인 비용과 배당수 간에는 약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이외의 부분 국가에서 리인비용의 용치인

내부지분율과 배당수 간의 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미

국 이외의 부분의 나라에서 리인이론은 그다지 지지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둘째,투자기 회와 배당수 간의 약한 연 성을 보 다.

다수의 국가에서 투자기회의 용치인 매출액성장률, CFI․CFO,

Tobiin'sQ등은 배당수 과 유의한 부(-)의 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업․재무 험과 배당수 간의 강한 연 성을 보 다.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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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업․재무 험의 용치인 주가변동성과 배당수 과의 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업․재무 험이 큰 기업들은 자

소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외부자 의 조달을 피

하기 해 배당지 을 일 것이라는 측과 일치한다고 보고하 다.

김성민(2006)은 지배구조와 배당정책간의 계를 지배구조와 잉여

흐름과의 상호효과(interactioneffect)를 고려하여설정하고,Jensen(1986)

의 주장을 직 으로 검증하 다.구체 으로 Jensen(1986)의 여유

흐름가설의 기반 에 LaPortaetal.(2000)의 두 가지 형태의 리인비

용가설,즉 경 자기회가설과 체가설을 검증하 다. 리인비용의

용변수로서 여유 흐름수 을 지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직

사용하 으며,분석 기간동안 지배구조 개선정도에 따른 배당정책의 변

화를 동 인 시계열 측면에서 분석하 다.분석결과, 반 으로 경 자

기회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유 흐름 상 1/4그

룹과 하 1/4그룹간의 차이 분석에서,높은 여유 흐름을 가진 기업

일수록 상 으로 낮은 여유 흐름을 가진 기업에 비해 지배구조개선

에 따른 배당증가 효과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 Jensen(1986)의 주장과

일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성민․이은정(2008)은 기업의 경 자와 주주간의 정보비 칭으로 인

한 리인문제와 기업내부자와 외부투자자간의 정보비 칭으로 인한 외

부자본조달 제약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외부자본조달상의 제약이 상 으로 심각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외부자본조달에 따른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배당을 이는 체가설(substitute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외부자본조달상의 제약이 상 으로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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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배당을 늘린다는 경 자 기회가설(outcome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장기회가 많고 여유 흐름이 은 기업,즉 외

부자본조달비용에 상 으로 더 민감한 그룹과 성장기회가 고 여유

흐름이 많은 기업,즉 리인비용에 상 으로 더 민감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을 때 더 명확히 나타났다.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기

업들의 배당수 이 상 으로 낮은 이유가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조달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의 증가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하 다.

배당결정에 있어 국내기업들이 경 자의 리인문제 뿐만 아니라 외

부자본조달의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실증

증거라고 주장하 다.

김 혜(2012)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 심천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에서 배당을 지 한 192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

정하여 이들 기업의 재무자료와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이 기업 가치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후 다음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

아보고자 기업고유의 특성변수들과 배당간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배당성향과 기업가치 간에는 부(-)의 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회귀계수의 값이 유의 이지 못하여 배당과 기업가치 간

의 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기업에 있어 배당은 경 성과의 결과를 투

자자에게 돌려주는 수단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다음으로 기업특성

변수들 에서 배당성향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보유비율은 기업의 배당성향과 유의 인 정(+)의 계를 보

다.이는 보유수 이 높은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지 한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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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부채비율,기업규모,매출액성장률,기업가치

변수들은 배당과 부(-)의 계를 보 고,수익성비율,잉여 흐름비율

은 정(+)의 계를 보 으나 이들 모두 비유의 이었다.즉 보유비

율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이 배당과 련성을 찾을 수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2 신호이론에 한 선행연구 검토

MillerandRock(1985)은 내부경 자가 외부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정

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비 칭하에서 내부자거래가 허용될 경우 최 투자

결정을 한 피셔의 분리정리(Fisherseparationtheorem)는 더 이상 성

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하 다.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정보비 칭 상황에

서도 배당과 투자정책에 한 일 성을 유지시켜 주는 신호모형을 제시

하 다.정보불균형하에서 배당신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수익성

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높은 배당을 실

시하게 된다.그로 인하여 최 투자수 보다 더 낮은 수 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Jensen,Solberg& Zorn(1992)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배당비율이 늘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유경 자의 유동성비용이

증가하여 내부지분율 증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리비용에 한 통제효

과는 감소하여 경 자는 배당지 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재무

버리지와 성장기회는 배당비율에 각각 부(-)의 계를 갖고 있음도 확

인하 다. 한,내부자의 주식보유비율과 부채비율이 배당비율에 부(-)

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분 으로 규명하 다.이들에 따르면 내부자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기자본의 리비용이 커지게 마련인데 배당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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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림으로써 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무 버리지

가 배당비율에 부(-)의 계를 갖는 것은 재무고정비용은 배당지 액과

상충 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Grullonetal.(2002)는 기업의 성장기회와 유동성 보유수 과 련하

여 배당지 이 갖는 정보효과에 하여 연구하 다.미국기업의 배당행

태를 분석한 이들은 배당증가를 선언한 기업들은 선언 이후 베타가 작아

지고, 업수익성 한 감소되는 상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증가가 미래수익성 증가를 신호한다는 배당신호이

론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다.이러한 실증결과에 근거하여 그들은 기

업의 라이 사이클과 연결시켜 기업성숙가설(firm maturityhypothesis)

을 주장하 다.성장단계에 있던 기업이 성숙단계에 어들면 성장기회

가 어들어 기업가치 결정에 기존자산의 역할이 상 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체계 험도 작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성숙

단계에 어드는 기업은 업수익성,매출액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자

본지출이 안정 이거나 감소하게 되어 보유 등 자 유동성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성숙단계에 어드는 기업

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 할 가능성이 있으며,따라서 배당증

가와 체계 함,그리고 배당증가와 수익성간에는 모두 부(-)의 상

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조지호(1990)는 국내외의 기존 연구에서 배당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주가와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배당성향은 험과 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험이 높은 기업은 재무 험을 이기

해 높은 배당을 지양하고 이익 의 사내유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한다고 보았다.기업규모는 배당성향과 정(+)의 계를 보여주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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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 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자본

조달능력에 있어서도 소기업에 앞서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반면

주가와 배당성향과는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일반 으

로 높은 가격의 주식은 고성장이 기 되는 기업의 주식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투자자들은 고성장이 기 되는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배당으로 지

되는 신에 재투자를 통하여 주가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선

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 다.외부주주 지분율과 배당성향은 정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어 리인 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소유경 자

지분율과 배당성향의 상 계는 낮을 뿐만 아니라 유의 인 결과가 아

닌 것으로 나타났으며,외부주주 지분율은 통계 으로는 유의 이지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경서 등(2003)은 배당결정요인과 배당에 한 투자자의 반응행태를

분석 하 다.배당결정요인 분석에서 배당성향보다는 규모 비( 를 들

어 총자산 비) 배당액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과 회사채수익율은 부(-)의 향을, 업

이익 흐름은 정(+)의 향을 나타내었다.

배당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반응행태에서는 투자,유상증자,잉여

흐름 등 기업특성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투자자들은 기업특성에

따라 동일한 배당변화에 해 상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잉여 흐름 이 많은 기업은 배당을 늘릴수록 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는 배당을 통해 잉여 흐름을 이는 것이

리인문제를 이는 정 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이 더욱 정

으로 반응하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 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 성과, 흐름 그리고 자본조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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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당결정에 해 주식투

자자들도 합리 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재무 상태,배당의사결

정 그리고 투자자의 반응간에 매우 긴 한 연계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고 하 다.

김병곤 등(2010)은 정보비 칭문제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연구결과,첫째,정보비 칭은 한국기업의 배당정책에 향을 미

치고,정보비 칭이 클수록 배당을 작게 한다고 하 다.이러한 연구결과

는 배당신호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Khang andKing(2006),Li

andZhao(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 다.둘째,정보비 칭

이 배당지 여부의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정보비 칭과

배당지 여부간에 유의미한 향 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셋째,정보비

칭이 배당지 규모변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향 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즉,한국기업에 있어 정보보 칭문제는 기

업의 배당정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그러나 배당지 여

부를 결정하거나,배당 규모를 변동시키는데 향을 주기 보다는 배당

규모를 결정하는데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 다.그러나 배당

규모 결정에서도 배당신호가설에서 제시하는 정(+)의 향 계 와는 달

리 부(-)의 향 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 다.

정보비 칭 외에 배당규모 결정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내부지분

율,외국인지분율,기업규모, 버리지비율,잉여 흐름,수익성,기업

험 등을 제시하 다.

황성수․유 (2010)은 목 은 국내 기업의 배당정책에 기업특성과

련한 변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실시

하는데 있다.이를 하여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된

241개 표본기업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 총 2,410개 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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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체분석기간에 하여 1999년

～2003년,2004년～2008년까지의 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별 배당결정

요인에 한 분석을 하 다.그 결과 주당배당 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 기간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체 으로 외국인투

자자 지분율,총자산수익률(ROA),기업규모(총자산 로그,LNTA),주당

순 흐름(FCF)는 주당배당 과 유의 인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채비율(LEV)의 경우 주당배당 과 부(-)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성장률(GRS)는 통계 으로 유의 인 결과를

찰할 수 없었다.

강인철․정종범(2004)은 외환 기 후 각 5년씩 10년간 217개 상장기

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성향과 배당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총자

산회 율,기업의 험도,내부지분율,기 투자가지분율,기업규모와

M/B비율)과의 계를 분석하 다.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형태,

즉 기간별 분석,산업별 분석과 기업규모별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

한 우리나라 융질서에 큰 획을 그은 IMF외환 기를 과 후로 구분

하여 각각 분석하 다.분석결과,각각의 변수별로 일 된 결과가 도출되

지 않고 연도별,산업별과 기업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

러나 체로 상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총자산회 율(-),

기업의 험도(-),기업규모(+)와 배당성향과의 계 고, 상치 못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내부지분율,기 투자가지분율과 M/B비율이었다.

이들 변수는 연도별로,산업별로,기업규모별로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

지 않았다.

제 3 잔여배당이론에 한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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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andModigliani(1961)는 최 배당결정은 최 자본구조를 실

하여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울러 기업가치의 최 화 는 주가의 최

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 다.기업의 업활동이 양호하여 유보이

익의 재투자수익률이 주주의 기회비용인 최 요구수익률을 과하게 되

면,주주는 배당을 지 받는 신에 배당 이 기업에 유보되어 재투

자되기를 원한ㄱ다고 하 다.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투자자 을 조달할 경우,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먼 유보시킨 다음,유보되자 않

은 이익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 잔여이익을 배당 으로 지 하게 된다

고 하 다.

조지호․김천호(2005)는 거래소 상장기업 361개 기업을 상으로 자본

구조,투자,배당과 내부자지분 사이의 상호 계를 모형화한 통합 인 분

석방법을 통하여 각 재무정책 상호간의 계를 분석 하 다.

연구결과,첫째 자본구조는 투자와 상호 계를 보이는 한편,투자는

배당과 상호 계를 보 다.둘째,배당은 내부자지분과 상호 계를 보이

면서 자본구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내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

에 직 인 상호 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그러나 내

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에 간 인 향으로 재무정책과 내부자지분

은 서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상경(2002)은 1999년 재 업 인 968개의 미국기업을 상으로

배당정책에 향을 주는 변수를 발견해 내기 하여 배당성향을 종속변

수로 하고 기업규모,베타,부채비율,매출액 성장률,ROA,기 지분율,

경 자지분율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하 다.분석결과

성장률과 험의 수 이 기업의 배당정책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낮은 장부가 시장가 비율을 가진 기업이나 높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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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성장률을 보인 기업들은 더 은 배당을 하 다. 한 베타로 측정되

는 기업의 험은 배당과 음(-)의 계를 보 으며,지배구조와 배당정

책의 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우창․박정철(2010)은 외환 기 이후 정부가 기업을 상 로 한 부

채비율 200%이하 감축정책의 효과가 배당성향에 향을 미쳤는지를 검

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정책실시 이후가 이 에 비해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건 성을 높 는지를 검증하 다.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첫째,배당성향은 정책실시 이후가 이 에 비해 부(-)의 결과를

보 다.즉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폭 축소됨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증

가가 두드러졌으나 배당률은 소폭 상승하여 결과 으로 배당성향은 부

(-)의 결과로 나타났다.둘째,정책실시 이후가 이 에 비해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건 성 항목인 부채비율 하락은 물론 수익성, 업활동으로 인

한 흐름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감축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

았지만 결국 기업의 재무건 성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주주의 부의 측면

에서 배당성향의 상승의 안정 인 발 을 마련하 다는 것을 검증함으로

서 부채비율 200% 이하 정책은 주효하 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결정요인을 분석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

차병섭․이 (2006)은 67개국의 15,813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 하 다.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당세율이 낮을수록,기업의 규

모가 클수록,존속연도가 길수록 그리고 수익의 변동성이 작을수록 배당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 수입의 안정성이 높거나 수입비 이

높은 산업이나 최종소유자가 재단이나 기 인 경우에서 배당성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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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흐름,부채비율 기업의 성장성

과 수익성 등 기업특성과 련한 변수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유의 인

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이나 분석 상 시기 방법 독립변수의

선정 등에 따른 결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하지만 부분의 선

행연구들이 민간기업을 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 의 배당정책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 의 재무 특성과 련한 변수를 이용하

여 공공기 정부배당 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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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설계

배당정책에 한 연구는 MillerandModigliani(1961)이 완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와 무 하다는 배당무 련이론을 주장한

이후,완 자본시장 가정을 완화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로는 리인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그리고 여유 흐름 수 이 배당지 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가 있고,신호이론을 바탕으로 정보효과와 기업규모가 배당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있다.그리고 잔여배당이론에 의해 부채비율과 성장성

등 기업특성이 배당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배당 공공기 을 상으로 다

양한 배당이론과 련시켜 기업의 수익성,안정성,성장성,활동성,기업

규모, 흐름비율 등 재무요인들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본다.

분석방법은 먼 상 계분석을 통하여 배당결정요인 변수들 간의

계에 해 알아보고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 1 표본기업의 선정 분석기간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의 재무요인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다.이를 한 분석 상 기간의 선정은 회계연도

기 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 고, 체 분석기간에 하여

2007년～2009년(기간 1),2010년～2012년(기간 2)까지의 하 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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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간별 배당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하 다.하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정부출자기 에 한 새로운 배당결정방식이 2010년에 도입되었

기 때문에 2010년 이 과 이후의 기간에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의미 있

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 기 정부배당 상기업에 속하는 24개 공공

기 에서 2007년 이후 계속 으로 존재하 던 기 으로 한정하 다.

이 기 에 의해 정책 융공사(2009년 설립),여수 양항만공사(2011년 설

립) 한국방송 고진흥공사(2012년 설립)는 상에서 제외하 다.이와

같은 선정기 에 따라 표본을 선정한 결과 30개 배당 상 공공기

21개 기 을 표본으로 선정하 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 기 에 련된 재무제표 결산서는 각 기

의 홈페이지와 공공기 경 정보 시스템(ALIO:알리오)의 자료를 활용

하 고,배당에 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49-

<표 4-1>연구 상 공공기 황(21개)

(기 :억원)

회사명 주무부처 기 장 설립연도 자본 임직원수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이덕훈 ‘76.7월 71,381 790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최계운 ‘67.11월 68,156 4,169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장석효 ‘83.8월 3,864 3,026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김학송 ‘69.2월 252,298 4,346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임기택 ‘04.1월 32,976 149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김춘선 ‘05.7월 20,677 177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박종록 ‘07.7월 4,405 57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부 김재수 ‘67.12월 - 612

한국농어 공사 농식품부 이상무 1908.12월 - 5,164

한무역진흥공사 산업자원부 오 호 ‘62.6월 500 690

한국자산 리공사 융 원회 홍 만 ‘62.4월 8,600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이재 ‘09.10월 230,792 6,100

한국주택 융공사 융 원회 (공석) ‘04.3월 12,116 436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김석기 ‘80.5월 20,933 1,763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서종 ‘69.4월 60 748

한국 공사 문화 부 변추석 ‘62.6월 324 574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서문규 ‘79.3월 97,369 1,349

한국 물자원공사 산업자원부 고정식 ‘67.6월 12,603 470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윤 ‘51.10월 66 1466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최연혜 ‘05.1월 95,827 27,866

한국 력공사 산업자원부 조환익 ‘82.1월 32,098 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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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가설 설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 요인이 배당성

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 리인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Jensen(1986)은 지속 인 배당지 은 기업의 여유 흐름을 최소화

시켜 리인문제를 일 수 있다고 하 다.기업에 잉여 흐름이 발생

하는 경우,경 자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투자안에까지 투자를 확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주주에 한 배당지 이 기업

내 잉여 흐름을 이고,외부자본시장으로부터 자 조달을 증가시켜

기 투자가나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리인문제를 일

수 있다고 하 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잉여 흐름과 배당수

간에는 정(+)의 계가 상된다.

[가설 1]여유 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수 은 높아진다.

2.신호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MillerandModigliani(1961)는 정보비 칭 하에서 기업의 미래가치에

한 우월한 정보를 시장에 달하기 한 수단으로 배당을 사용한다고

하 다.시장에서는 배당정책의 변화를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한 경

자의 측의 변화로 해석하게 된다.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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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에 한 호재로 달되어 주가가 상승하고,배당을 감소시키면

악재로 달되어 주가가 하락한다.따라서 주가는 배당지 그 자체보다

기업의 미래가치에 한 신호효과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정보효과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성,성장성,활동성은 배당수 과

정(+)의 향 계가 상 된다.

[가설 2]수익성이 높을수록 배당수 은 높아진다.

[가설 3]성장성이 높을수록 배당수 은 높아진다.

[가설 4]활동성이 높을수록 배당수 은 높아진다.

Grullonetal.(2002)은 성숙도가설(maturityhypothesis)에서 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커져 성장기회가 어들수록 배당을 늘린다고 하 다.기업

성숙가설에 의하면 기업규모는 배당수 과 정(+)의 향 계일 것으로

상된다.

[가설 5]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을수록 배당수 은 높아진다.

3.잔여배당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잔여배당이론에 따르면 주주들의 요구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진

투자기회가 있다면 주주들은 배당을 지 받는 것보다 재투자를 해 유

보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즉,배당을 투자결정 그에 필요한

자기자본 충당 후 남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버리지가 높을수록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어들게 되므로 배당지 여력이

감소한다. 한 부채를 조달하는 경우,채무약정서에 배당지 에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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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따라서 잔여배당가설에서는 버리지비율은

배당지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가설 6] 버리지가 높을수록 배당수 은 낮아진다.

<표 4-2>배당결정요인변수의 상부호와 련가설

배당이론
배당결정

요인변수
내용(가설)

상

부호

리인

이론

여유

흐름

배당지 은 잉여 을 최소화시켜 리인

문제를 일 수 있음(여유 흐름가설)
(+)

신호이론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시장에 정보를 달하기 한 수단으로

배당을 사용하며,시장은 배당정책의

변화를 미래수익성에 한 경 자 측의

변화로 해석함(정보효과가설)

(+)

(+)

(+)

기업규모
성숙기에 어들어 성장기회가 감소하면

배당을 늘리게 됨(기업성숙가설)
(+)

잔여배당

이론
버리지

최 자본구조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배당가능이익에서 먼 유보시키고

잔여액을 배당지 재원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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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석 상 변수

1.배당지 수 변수

기업의 배당수 을 나타내는 척도로 가장 리 사용된 변수가 배당성

향이다.조지호(1990)등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배당의 수 을 나

타내는 종속변수로 배당성향이 선택되었으며,본 연구 역시 배당성향을

종속변수로 선택하 다.

배당성향은 회사의 법인세를 공제한 당기순이익 배당 으로 지

되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순이익의 어느 정도가 배당으로

지 되는가를 의미한다.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변동폭이 큰 반면

주당 배당률은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회사의 당기순이익

이 큰 경우 분모가 커져서 배당성향이 낮아지고,당기순이익이 작은 경

우 분모가 상 으로 작아져서 배당성향이 높아진다.

2.배당결정요인 변수

본 연구에서는 배당 련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배당성향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실증 으로 검증된 변수들을 참조하여 흐름,수익성,

성장성,활동성,기업규모와 버지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 다.

1) 흐름

Jensen(1986)은 여유 흐름가설(freecashflow hypothesis)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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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흐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경 자는 부(-)의 순 재가치를 갖는

투자안에까지 투자를 확 하여 기업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리인문제

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 다.잉여 흐름으로 인해 리인비용이 증

가한다면,배당을 증가시켜 자본시장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한 잉여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의 지 능력도 증가할 것

으로 상할 수 있다.이 경우 잉여 흐름과 배당간에는 정(+)의 향

계가 상된다.

흐름의 용변수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총자산 비 업활동으

로 인한 흐름이 있다.박경서 외(2003),정종범(2004),김성민(2006)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흐름비율을 용변수로 사용하 다.본 연

구에서도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을 총자산으로 나 어 백분율을 취

한 값을 이용하 다.기업은 안정된 기업 활동을 담보하기 하여

한 수 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자 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배당성향과 계가 있다.

2)수익성

기업에서 배당을 결정할 때 결정할 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수익성이다.MillerandRock(1985),Jensenetal.(1992),이정도․공정택

(1994)은 배당지 은 수익성과 정(+)의 계에 있다고 하 다.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양호한 기업 망을 투자자에게 달하기 하여 배당을 늘

릴 것으로 상할 수 있다.수익성비율은 신호이론과 련된 정보효과가

설의 용변수로서 배당지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수익성을 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배당과 직

인 련이 있는 당기순이익을 통제하고자 한다.당기순이익이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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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 ,즉 총자산수익률을 수익성의 용변수로 사용하

다.

3)성장성

기업의 성장성이란 매출액이나 총자산 규모로 측정이 가능하며 기업

의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의 정도를 말한다.따라서 성장성 지표로는 매

출액증가율,수익성증가율,자산증가율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경(2002),황성수 외(2010)등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출액성장률을 사용한

다.매출액 성장률은 당기매출액에서 기매출액을 뺀 차액을 기매출

액으로 나 비율로 산출된다.

4)활동성

기업의 활동성이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주로 회 율이 이용된다.따라서 회

율이 높다는 것은 자산의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인철 외(2004)등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총

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 하 는가를 나타내는 총자산회 율을 용변

수로 사용하 다.

5)기업규모

Grullonet,al.(2002)에 따르면 기업이 성숙기에 어들어 성장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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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들수록 배당을 늘린다고 하 다.기업의 규모는 신호이론과 련된

기업성숙도의 용변수가 될 수 있다.기업이 성숙기에 어들어 투자기

회가 어들게 되면 사내 유보액이 증가하게 되고,잉여자 을 처분하

기 하여 배당을 늘리기 때문에 기업성숙도와 배당간에는 정(+)의 향

계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 으로 기업규모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로

정의한다.박경서 외(2003),정종범(2004)은 총자산에 로그를 취한 값을

용변수로 사용하 고 조지호(1990)는 자본 을 사용하 으며,이정

도․공정택(1994)은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가

장 많이 이용된 자산총액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 다.

6) 버리지

잔여배당이론에서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하고도 잔고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지 한다고 하 다.MillerandModigliani(1961)는 부채

기업과 무부채기업의 배당정책을 비교한 결과,무부채기업은 업이익의

일부를 이자로 지 하는 부채 기업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배당하게 된다

고 하 다. 버리지가 높을수록 이자비용이 증가하므로 배당지 여력이

감소되게 된다. 버리지는 잔여배당이론의 용변수로서 버리지비율

과 배당간에는 부(-)의 계가 상된다.

선행연구에서 부채비율은 주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을 사용

하 거나,고정부채 만을 고려한 고정부채비율이 사용되었다.Jensen,

Solberg & Zorn(1992),박경서․이은정․이인무(2003),강인철․정종범

(2004)등은 부채비율을 용변수로 사용하 으며,임석필․송 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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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고정부채비율을 용변수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차 조표상의 기업의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

부채비율을 사용하 다.

<표 4-3>변수에 한 설명

구분 용변수 변수명 조작 정의

종속

변수
배당수 배당성향 DIV

(배당 /당기순이익)×100

DIV:DividendPayoutRatio

독립

변수

흐름
흐름

비율
OCF

(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 /총자산)×100

OCF:OperatingCashFlow

수익성
총자산

수익률
ROA

(당기순이익/총자산)×100

ROA:ReturnonAsset

성장성
매출액

성장률
SGR

{(당기매출액- 기매출액)/

기매출액}×100

SGR:SalesGrowthRate

활동성
총자산

회 율
ATR

(매출액/총자산)×100

ATR:AssetTurnoverRatio

기업규모
Log

총자산
LOA

Log총자산

LOA:LogofAsset

버리지 부채비율 DER
(총부채/자기자본)×100

DER:Debt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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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분석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 의 재무요인이 공공기 의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재무 특성과 련한 변수들이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을 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DIV:배당성향

OCF: 흐름비율

ROA:총자산수익률

SGR:매출액성장률

ATR:총자산회 율

LOA:Log총자산

DER:부채비율

이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에 배당성향을 사용하여 기업의 재무 특성

과 련한 독립변수들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모형

이다.만일 각 변수들의 β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해당 변수가 기업의 배당성향에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β 

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 배당성향에 해당 변수가 미치는 향의 방향

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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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증분석 결과 해석

제 1 기 통계량 상 계 분석

1.변수들의 기 통계량

본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21개 표본기업의 특성변수에 한 평균,표

편차 등 기 통계량은 <표 5-1>와 같이 나타났다.

<표 5-1>변수들의 기 통계량 ( 체기간)

구분 DIV OCF ROA SGR ATR LOA DER

평균 18.487 0.269 2.659 26.665 46.346 15.293 214.611

앙값 17.600 1.810 0.981 8.855 18.352 15.232 102.448

표 편차 5.264 12.277 11.875 74.558 84.690 1.935 236.066

최소값 7.750 -61.118 -44.158 -93.744 2.969 11.202 1.669

최 값 29.500 37.634 115.397 523.461 623.461 18.938 1150.330

측수 126 126 126 126 126 126 126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의 특성변수들의 분석 상 체기간에서

배당성향(DIV)의 평균은 18.487%, 흐름비율(OCF)의 평균은 0.269%,

총자산수익률(ROA)의 평균은 2.659%, 매출액성장률(SGR)의 평균은

26.665%,총자산회 률(ATR)의 평균은 46.346%,기업규모(LOA)의 평균

은 15.293,부채비율(DER)의 평균은 214.611%,로 나타났으며, 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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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성변수들의 평균값이 앙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간 재무 특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단된다.

표본 상 기업간 특성변수들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원인은 기업규모에

의한 차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상 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 기간 로벌 융 기에 따른 경제 기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해

당 기간에 표본기업의 재무 특성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 동안 정부 재정활동을 보조하거나 국외 자원개발

등 국책사업 수행에 의한 공공기 부채가 증함에 따라 기 에 따라

부채비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한편,기업의 배당정책을 변하는 지표로 선정한 배당성향(DIV)의

경우 상 으로 앙값과 큰 차이가 없고 표 편차가 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기업 간 편차가 작은 것으로 단된다.

정책변경 과 후의 기간을 비교해보면,먼 정책변경 기업들의

기술통계량을 다음과 같다

<표 5-2>변수들의 기 통계량 (2007～2009년)

구분 DIV OCF ROA SGR ATR LOA DER

평균 16.980 -1.528 3.392 31.632 56.488 15.049 200.531

앙값 15.960 1.833 1.126 8.603 18.991 15.052 90.104

표 편차 5.134 15.648 16.037 92.649 108.717 1.885 229.829

최소값 10.000 -61.118 -44.158 -93.744 2.969 11.202 1.669

최 값 28.780 37.634 115.397 523.461 623.461 18.684 867.935

측수 63 63 63 63 63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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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DIV)의 평균은 16.980%로 체기간 평균 18.487%보다 낮았

고, 흐름비율(OCF)의 평균은 -1.528%로 체기간 평균 0.26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총자산수익률(ROA)의 평균은 3.392%로 체기간 평균

2.659%보다 높게 나타났다.매출액성장률(SGR)의 평균은 31.632%로

체기간 평균 26.665%보다 높았으며, 총자산회 률(ATR)의 평균은

56.488%로 체기간 평균 46.346%보다 높게 나타났고,기업규모(LOA)

의 평균은 15.049로 체기간 평균 15.293보다 높았으며,부채비율(DER)

의 평균은 200.531%로 체기간 평균 214.6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정책변경 기업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5-3>변수들의 기 통계량 (2010～2012년)

구분 DIV OCF ROA SGR ATR LOA DER

평균 19.994 2.066 1.926 21.697 36.204 15.538 228.691

앙값 20.370 1.645 0.955 11.174 17.695 15.378 150.824

표 편차 4.989 7.242 5.099 50.729 49.316 1.969 243.164

최소값 7.750 -23.031 -13.971 -73.421 3.188 11.587 2.716

최 값 29.500 23.882 28.305 253.179 266.009 18.938 1150.330

측수 63 63 63 63 63 63 63

배당성향(DIV)의 평균은 19.994%로 체기간 평균 18.487%보다 높았

고, 흐름비율(OCF)의 평균은 2.066%로 체기간 평균 0.2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총자산수익률(ROA)의 평균은 1.926%로 체기간 평균

2.659%보다 낮게 나타났다.매출액성장률(SGR)의 평균은 21.697%로

체기간 평균 26.665%보다 낮았으며, 총자산회 률(ATR)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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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4%로 체기간 평균 46.346%보다 낮게 나타났고,기업규모(LOA)

의 평균은 15.538로 체기간 평균 15.293보다 높았으며,부채비율(DER)

의 평균은 228.691%로 체기간 평균 214.6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배당정책 변경 과 변경 후 기간을 비교해보면,평균 배당성향(DIV)

은 정책변경 16.9%인 반면 정책변경 이후에는 19.9%로 높게 나타났

다.수익성은 정책변경 평균 3.392% 던 총자산수익률(ROA)이 정책

변경 후 1.926%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부채비율(DER)은 증가한 반

면 매출액성장률(SGR)과 총자산회 율(ATR)은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성

과 활동성이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기업규모(LOA)는 큰 변화가 없

지만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비율(OCF)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연도별 기업특성 변수 배당성향(DIV)의 변화추이에 한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4>재무요인 변수 배당성향의 연도별 추이

연도 DIV OCF ROA SGR ATR LOA DER

체기간 18.487 0.269 2.659 26.665 46.346 15.293 214.611

2007 16.591 0.525 2.354 18.567 41.005 14.931 177.342

2007 15.674 -5.187 4.815 75.275 89.386 14.936 211.667

2009 18.676 0.078 3.006 1.055 39.072 15.279 212.585

2010 18.525 1.864 2.351 12.624 38.385 15.381 224.688

2011 19.955 1.288 2.434 44.093 35.153 15.593 225.938

2012 21.502 3.045 0.991 8.373 35.075 15.640 235.447

F통계량 3.847** 1.154 0.225 3.225** 1.335 0.525 0.150

주)**은 1%수 에서 유의함.



-63-

배당성향(DIV)는 기에 감소하다 2010년 이후로 지속 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부채비율(DER)은 매년 꾸 히 증가하여 2008년 이후

평균 20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나타나는 총자산수익률(ROA)과 매출액성

장률(SGR)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해당 연도의 경제 환경변화

에 따른 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되어 진다.이에 반해 총자

산회 율(ATR)과 기업규모(LOA)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흐름비율(OCF)의 경우 연도별 평균값은 큰폭의 변동을 나

타내고 있으나,이런 상은 체 기업들의 흐름비율이 연차별 변동

이 크게 일어나기 보다는 일부 기업들의 흐름이 특정연도에 크게 변

동하여 체 평균에 향은 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은 변수들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하나

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한 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가를

찰하는데 이용된다.각 변수들 사이의 상 성의 정도는 상 계수의 크

기로 나타나며,정(+)과 부(-)의 부호로써 각 변수들 간의 상 방향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배당성향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

는 다음과 같다. 흐름비율(OCF)는 1% 수 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고,총자산수익률(ROA)은 5% 수 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었다.부채비율(DER)은 1% 수 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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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상 계분석

구분 DIV OCF ROA SGR ATR LOA DER

DIV 1 - - - - - -

OCF .189** 1 - - - - -

ROA .120* -.024 1 - - - -

SGR -.019 -.021* .525** 1 - - -

ATR .038 .049 .493** .342** 1 - -

LOA .007 -.264** -.138 .034 -.231** 1 -

DER -.249* -.198* -.081 -.044 -.104 .084 1

주)**,*은 각각 1%,5% 수 에서 유의함.

종속변수인 배당성향(DIV)의 경우 흐름비율(OCF)을 제외한 독립

변수들과의 상 계수의 값이 모두 0.2이하이며 통계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유의한 상 계를 기 했던 배당성향(DIV)과

부채비율(DER)과의 상 계수는 유의수 5%에서 -0.249으로 나타나 부

채비율과 배당성향 사이에 유의한 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흐름비율(OCF)도 유의수 5%에서 0.189으로 나타나 기업의

배당성향 결정에 흐름비율의 향력이 높게 작용하 을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총자산수익률(ROA)과 매출액성

장률(SGR)과의 변수가 가장 높은 상 계수인 0.525로 정(+)의 상 성을

보여주고, 부분의 변수는 상 계수가 0.3이하로 나타났다.

총자산수익률(ROA)이 타 변수들과의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총

자산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매출액성장률(SGR)과 총자산회 률(ATR)이

높고,부채비율(DER)이 상 으로 낮은 기업으로 나타났다.총자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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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ATR)과 기업규모(LOA)등의 비율은 상 으로 타 독립변수와 상

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모든 독립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투입 시 다 공선성 문제

를 야기할 정도의 높은 상 계수가 측되지 않았으며,각 모형에 투입

된 변수에 하여 분산팽창계수(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측정

하여 다 공선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VIF값이 통계학 으로 허

용되는 범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재무변수를 이

용한 회귀분석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 공선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 2 배당결정요인 분석

본 에서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한다.이를 하여 배당정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기업특

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의 배당정책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에는

배당성향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한편,정부의 공공기

배당결정방식이 2010년부터 변경되어 용된 을 고려하여,분석 상

기간을 배당정책 변경 (기간 1)과 변경 후(기간 2)로 구분하여 하 분

석기간을 설정한 이후 각 기간별 기업특성변수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력의 변화유무에 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 다.

배당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하여 종속변수를 배당성향을 이용하여

기간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당지 능력을 나타내는 흐름비율

(OCF)은 배당성향과 정(+)의 유의 인 계를 체기간과 하 기간 모

두에서 찰할 수 있었고,베타계수의 크기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

타 변수들에 비하여 미치는 향력은 큰 것으로 단된다.이는 배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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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종속변수로 한 김 혜(2012)의 선행연구 결과와 체 으로 유사한

결과로 흐름비율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은 큰 것으로 단된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의 경우 기간 2에 비하여 체기간과 기간 1에

서 베타계수가 크게 나타나,배당결정방식 변경 후 총자산수익률이 배당

에 미치는 향력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다 회귀분석 결과( 체기간)

변수 B 표 오차 β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15.440 4.036 　 3.825 .000

OCF .077 .041 .180 1.883 .062 0.856 1.168

ROA .079 .050 .179 1.582 .116 0.607 1.648

SGR -.005 .008 -.076 -.708 .480 0.670 1.493

ATR -.002 .007 -.025 -.235 .815 0.712 1.045

LOA .233 .257 .086 .907 .366 0.873 1.146

DER -.002 .002 -.112 -1.235 .219 0.948 1.055

R=.271,R2=.073,수정된 R2=.027,F=1.568,p=.162

한편,기업의 성장성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매출

액성장률(SGR)은 체기간 하 기간 모두 부(-)의 계를 나타내었

으나 통계 으로 유의 인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는 매출액성장률

이 배당정책에 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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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다 회귀분석 결과(2007～2009년)

변수 B 표 오차 β t 유의확률

상수 9.634 5.587 　 1.724 .090

OCF .046 .045 .140 1.011 .316

ROA .082 .055 .257 1.485 .143

SGR -.007 .009 -.127 -.744 .460

ATR .006 .007 .117 .777 .440

LOA .467 .361 .171 1.293 .201

DER .000 .003 -.005 -.039 .969

R=.322,R2=.104,수정된 R2=.008,F=1.083,p=.384

<표 5-8>다 회귀분석 결과(2010～2012년)

변수 B 표 오차 β t 유의확률

상수 30.287 6.116 　 4.952 .000

OCF .168 .093 .244 1.810 .076

ROA -.134 .140 -.137 -.962 .340

SGR -.006 .012 -.056 -.465 .644

ATR -.027 .014 -.270 -1.948 .056

LOA -.505 .373 -.199 -1.355 .181

DER -.006 .003 -.304 -2.462 .017

R=.488,R2=.238,수정된 R2=.156,F=2.914,p=.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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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총자산회 률(ATR)은 기간 1과 기간 2에

서 서로 다른 계를 보여주고 있으나,베타계수가 기간 1은 0.117기간

2는 -0.270으로 반 으로 총자산수익률(ROA)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다.

부채비율(DER)의 경우 배당성향과 통계 으로 유의 인 부(-)의 계

기간에서 발견되었고,베타계수가 -0.304로 체기간 기간 1에 비

하여 베타계수의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배당결정방식 변경

에 따라 부채비율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 로그(LOA)의 경우 기간 1은 0.171,기간

2는 -0.199로 서로 다른 유의 계를 측할 수 있었으며,최근 들어 기

업규모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력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9>분석 상 변수별 회귀분석결과

련

이론
변수 상부호

체기간

(2007～2012년)

기간 1

(2007～2009년)

기간 2

(2010～2012년)

리인

이론
OCF (+) (+) (+) (+)

신호

이론

ROA (+) (+) (+) (-)

SGR (+) (-) (-) (-)

ATR (+) (-) (+) (-)

LOA (+) (+) (+) (-)

잔여배당

이론
D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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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인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기업이 과도한 여유 흐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여유 보유에 따른 리인비

용을 이기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흐름비율

(OCF)변수를 사용하여 여유 보유수 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흐름비율(OCF)의 회귀계수는

체기간을 포함한 모든 기간에서 유의 인 정(+)의 향 계를 보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유 흐름은 배당성향 결정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어 여유 흐름가설의 견해와 일치하 다.

<표 5-10>여유 흐름과 배당성향과의 분석결과 요약

여유 흐름

배당결정요인 변수 OCF

분석

결과

체기간 .180*

기간 1 .140

기간 2 .244*

주)***,**,*은 각각 1%,5%,10% 수 에서 유의함.

2.신호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총자산수익률(ROA),매출액성장률(SGR),총자산회 율(ATR)변수를

사용하여 정보효과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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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1>정보효과와 배당성향과의 분석결과 요약

정보효과

배당결정요인 변수 ROA SGR ATR

분석

결과

체기간 .179 -.076 -.025

기간 1 .257 -.127 .117

기간 2 -.137 -.056 -.270

주)***,**,*은 각각 1%,5%,10% 수 에서 유의함.

총자산수익률(ROA),매출액성장률(SGR),총자산회 율(ATR)은 체

기간과 하 기간을 비롯한 모든 기간에서 비유의 인 향 계를 보

다.이러한 분석결과는 배당정책이 미래 기업 망을 투자자에게 달하

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정보효과가설의 과 일치하지 않았다.

<표 5-12>기업성숙도와 배당성향과의 분석결과 요약

기업성숙도

배당결정요인 변수 LOA

분석

결과

체기간 .086

기간 1 .171

기간 2 -.199

주)***,**,*은 각각 1%,5%,10% 수 에서 유의함.

Log총자산(LOA)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성숙도가 배당성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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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성숙기에 어들어 성장기회가 어들

수록 배당지 을 늘린다는 기업성숙도가설의 견해와 체로 일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3.잔여배당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부채비율(DER)변수를 이용하여 잔여배당이론과 련된 배당결정요

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체기간을 비롯한 모든 기간에서 유의 인

부(-)의 향 계를 보 다.이러한 분석결과는 버리지가 높을수록 배

당가능이익이 감소되어 배당지 수 이 감소하게 된다는 잔여배당이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13>부채비율과 배당성향과의 분석결과 요약

부채비율

배당결정요인 변수 DER

분석

결과

체기간 -.112

기간 1 -.005

기간 2 -.304**

주)***,**,*은 각각 1%,5%,10% 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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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제 1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정부배당 상 공공기 을 상으로 다양한 배당이론과

련된 재무요인들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표본 기업은 2013년 재 공공기 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6년간 배

당실 이 있는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분석 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이었다.공공기 의 배당정책에 재무 요인과 련한

변수가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기 하여 21개 배당 상 기 의 2007

년부터 2012년까지의 6년간 총 126개 샘 을 상으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정부배당 결정기 이 변경된 2010년을 기 으로 변

경 기간과 변경 후 기간을 하 기간으로 설정하여 배당결정 기 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분석하 다.

배당결정요인 변수로는 리인이론과 련하여 여유 흐름 변수로

잉여 흐름을 사용하 고,신호이론과 련하여 정보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수익성,성장성과 활동성을,기업성숙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기업

규모를 사용하 다.잔여배당이론 요인변수로 버리지를 사용하 다.

배당정책을 변하는 종속변수는 배당성향을 이용하 으며,배당정책

에 한 향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잉여 흐름,수익성,성장성,

활동성,기업규모, 버리지와의 계검증을 하여 각각 흐름비율

(OCF),총자산수익률(ROA),매출액성장률(SGR),총자산회 율(ATR),

Log총자산(LOA),부채비율(DER)을 사용하 다.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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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간에서서 흐름비율,총자산수익률,Log총자산은 배당성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흐름비율이 높을수록,수익성

이 높을수록,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배당을 많이 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매출액성장률,총자산회 율,부채비율은 배당성향에 부(-)의

향이 나타나,매출액성장률이 낮을수록,총자산회 율이 낮을수록,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배당을 게 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하 기간을 살펴보면,먼 정부 배당정책 변경 기간(기간1)에는

흐름비율,총자산수익률,총자산회 율,Log총자산은 배당성향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있고,매출액성장률과 부채비율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정책변경 후 기간(기간2)에는 흐름

비율만 배당성향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어 체기간에 한 분석결

과와 차이를 보여 기간별로 배당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인이론과 련하여 여유 흐름변수인 흐름비율은 체 기

간에서 정(+)의 향 계를 보 다.이는 배당지 을 통해 여유 흐름

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잉투자에 의한 리인문제를 일 수 있다는 여유

흐름가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호이론과 련하여 정보효과 변수인 총자산수익률과 총자산회 율

은 하 기간에서 서로 다른 향 계를 나타내고 있고,매출액성장률은

체기간에서 부(-)의 향 계를 보여,기업의 미래 망에 해 신호하

는 수단으로 배당이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효과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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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숙도 변수인 기업규모는 체기간 기간 1에서 정(+)의 계

를 나타내어 성숙기의 기업은 배당지 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장여배당이론의 용변수인 부채비율은 체기간 하 기간에서 부

(-)의 향 계를 보 다.이는 투자에 필요한 자 을 먼 유보시키고

잔여이익을 배당으로 지 한다는 잔여배당이론의 주장과 일치되었다.

본 연구에서 배당지 수 결정요인에 한 분석결과,다음과 같은 시

사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인이론과 잔여배당이론의 견해는 모든 기

간에서 일치되었다.따라서 배당이 리인문제를 이는 역할로써 기능

하며,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상응한 배당을 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 결과는 공공기 의 수익성, 버리지,기업규모 등 기업의 재

무 요인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검증을 실시하 다는

과,이를 통해 재무 특성이 배당정책에 향을 주고 있음을 규명하

다는 에 의미가 있다.아울러,기간별 비교를 통해 정부의 배당정책

변경에 따른 배당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정부배당정책의 공공기

배당정책에 한 향을 실증 으로 확인한 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본 연구의 상이 되는 배당 상 공공기 의 수가 고 정책

변경의 시 이 3년에 불과하여 정부의 배당정책 변경이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에 샘 의 수가 부족하 다.

한,배당결정 요인에 한 연도별 분석과 자체수입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공기 간 배당결정요인에 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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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배당결정요인에 기 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이 본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다.따라

서 향후 연구의 방향은 장기 인 기간에서의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한

연구와 공공기 별 사업 특성에 따른 차이에 한 검증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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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Determinantsof

DividendPayoutRatiointhe

PublicInstitutions

-FocusedontheFinancialFactors-

Kim,KwangSik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tested a variety of dividend-related theory

comprehensively by any companies attribute the financialfactors

affectdividend policy wasdiscussed.This dividend policy ofthe

governmenttoidentifythetrendsandstatusofpublicinstitutionsin

thedividendpayoutratiowithrespecttotheanalysisofthefactors

affectingthedecisionin2010introducedanew dividendpayoutratio

ofpublicsectorwayaffectthedeterminationofwhetheranystudied

wantto.

Sample firms are designated as public institutions dividend

earningsin thelastsix yearsthetargetof21institutions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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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periodissixyearsfrom 2007to2012atotalof126samples

totargetmultipleregressionanalysiswasperformed.Dividendand

governmentstandardshavechangedsince2010tochangethestarting

timeanddurationofthesub-periodissettochangetheallocationof

decisioncriteriawereanalyzedaccordingtotheinfluential.

Determinantsofdividendinrelationtothetheoryoftheagentas

afreecashflow usingsurpluscashflow,asasignalindicatingthat

the variable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effectiveness and

profitability,growthandactivity,corporateenterprise-scaleisusedas

a variabletoindicatematurity.Theremaining dividend theory is

leveragedasafactor.

Dividend policy,dividend payoutratio representsthedependent

variablewasused,representingadividendpolicyinfluencingfactors

asindependentvariablesforthefreecashflow,profitability,growth,

activity,companysize,respectively,toverifytherelationshipbetween

leverageandoperatingcashflow(OCF),returnonassets(ROA),sales

growth rate(SGR),totalassetturnoverratio(ATR),Log oftotal

assets(LOA),debt-to-equityratio(DER)wasused.

In this study,the determinants ofthe dividend levelanalysis

results,itwasconfirmed thatthefollowing implications.Residual

dividend theory and agency theory's view was consistentin all

periods.Therefore,to reduce theroleofdividendsasa function

agency problems,and the remaining distributable profits to pay

dividendscommensuratewiththescaleandcouldseethat.

keywords:publicinstitution,dividendpayoutratio,financial

factor,agencytheory,signaltheory,residualtheoryofdividend

StudentNumber:2013-2262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배당의 의의   
	1. 배당이론   
	1) 대리인이론  
	2) 신호이론  
	3) 잔여배당이론  

	2.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3. 배당정책 결정요인 
	1) 기업 내부의 재무적 요인  
	2)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  


	제 2 절  공공기관 정부배당 현황  
	1. 공공기관 배당관련 법률  
	2. 정부배당 결정기준 및 절차 
	3. 공공기관 정부배당 현황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대리인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 2 절  신호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 3 절  잔여배당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 4 장  연구설계  
	제 1 절  표본기업의 선정 및 분석기간  
	제 2 절  가설 설정 
	제 3 절  분석대상 변수 
	제 4 절  분석모형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2. 상관관계 분석  

	제 2 절  배당결정요인 분석  
	1. 대리인이론과 관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2. 신호이론과 관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3. 잔여배당이론과 관련된 배당결정요인 분석결과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