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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대기업의 재무활동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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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1990-1999) 의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부실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잉투자와 과잉부채라는 재무정책의 톡성을 심층적으로 실증분 

석 하였다. 국내 기업의 부실화는 무엇보다도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 

여 투자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와 외형성장 

을 추구한 결과로 이해되며. 과잉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성 악화는 결국 부채조달에 

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업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부채비융과 주식의 베타간의 양의 관계가 매우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나 주식시장에서 위험과 수익관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 

의 효과적인 감시기능이 부재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자본구조결정. 투자결정， 기업성과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실중분석 

한 결과. 국내 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이 아닌 부 

채조달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며， 투자지출이 기업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배 

당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수익률의 고수 경 

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의 과잉투자 억제효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배당의 증가로 연결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해서 배당의 정보효과나 신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f본 논문은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한 경영학뉴패러다임에 실린 저자들의 두 논문을 기본 
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본 논문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코벤트를 해주신 중앙대 

윤봉한 교수님과 경희대 박상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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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료르 
1-

1997년의 환란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 

드’ 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외환유동성위기에 처한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에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긴급 유동 
성 지원자금을 요청하였고， IMF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것 

을 전제조건으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환란을. 글로 

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우리 나라 경제시스템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충돌한 것 

이라고 진단하였다. 정부는 환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을 기업구조조 

정과 금융구조조정에서 찾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본원적인 문제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과잉투 

자와 그 결과로 돌아오는 과도하게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였다 

현대 재무학 (finance)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여 주주의 부 
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법적인 측면에 

서 보았을 때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기업이 추구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영 · 미식 자본주의에서는 경영 

자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끔 하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1) 

미국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 나라 기업의 주주들은 다음 

과 같이 두 그룹으로 대분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 

이다. 우리는 이들을 소유경영자 혹은 오우너 (owner) 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째 

유형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반주주이다 2) 이들 일반주주는 기업이 자신들 

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배당 (dividend) 이나 주가의 상승을 통해 

1 )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주가와 연계하는 스톡옵션 둥을 경영자에게 제공하면 주가가 높아질 경 
우에 주주뿐만 아니고 경영자들의 부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부플 극 
대화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스톡옵션 이외에도 CEO 노동시장 M&A시장 등이 경영자들에게 
주가를 극대화하는 노력올 하도록 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2)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구분은 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의 과다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 
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이 배타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 
고 있다면 이러한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주주로 구분되어야 한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이 적어도 계열사 출자 둥올 합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대주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구분은 경영에 참여 여부에 의한 구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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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소유경 

영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반주주와 마잔가지로 높은 배당이나 자본이득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유경영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효용 극대화 목표를， 기업의 주가 극대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소유경영자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력 (power) 

의 극대화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소유경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거대 

한 기업의 실질적 소유경영자로서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권력이 전부 포함된 개념이다. 그리고 소유경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은 기업의 외형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경영자가 누릴 수 있는 권 

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영자는 기업 외형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 

나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기업외형의 극대화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 

문에， 소유경영자는 기업경영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외형극대화와 주가극대화 중 

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가치창조 경영 

을 하지 않고 외형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경영자와 경영에 참여 

하지 못하는 일반주주 사이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3) 

국찬표， 박영석. 이정진 (1 997)은 우리 나라 50대 기업집단의 재무담당 임원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나라 기업 경영자들의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 

대화에 있지 않고 외형의 성장에 었다는 것을 밝혔다 4) 우리 나라 기업의 소유경 

영자가 외형의 성장을 추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유경영자는 외형성장 

을 통해 소유경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제공하는 효용의 증가가. 과잉투자의 

결과로 부담하게 되는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기인한 효용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기업에게 자본을 제공한 주주나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그들 각자가 

투자시에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는 수익을 기업이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그 

3) 한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에서는 주주와 전문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영미식 시장중심의 자본주의에서는 주주와 전문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인 대리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미식 자본주의에서의 주주와 전문경영자간의 이 
해상충문제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4) 구본일‘ 김정동， 연강홈. 임용기， 정종락 (2000)은 기업의 목표가 주가극대화가 아니고 외형 
성장에 있다는 사설을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흥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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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저수익 사업에까지 진출하면서까지 외형성장을 추구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 

에 자본을 공급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기업이 수익성을 극대화하지 않고 외형성장만올 추구한 결과 제품올 

팔아서 금융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정도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면승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초과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기업의 외부로부터 조달 

해야만 했다. 외부자금 조달에는 주식발행과 같은 자기자본의 확충이나 은행을 

통한 차입금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타인자본의 조달을 생각할 수 있다. 자본시 

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 나라의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주로 선호 

하였다 물론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에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던 배경에는 성숙한 자본시장의 부재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 유지와 

같은 제약조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찬표， 박영석， 이정진 (1997) 은， 우리 나라 기업이 y주식/의 자본비용보다 / 

부채/의 자본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업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해서 밝혔다 5) 또한 위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자들이 주주 

가치를 증시하는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비용에 대하여 왜목된 인식을 갖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채권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채권자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채권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담당 임원들은 

주식의 자본비용이 채권의 자본비용보다 더 낮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 

곡된 인식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기업경영의 목표가 주가 극대화가 아니고 대주 

주의 부릎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기대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 

지 않는 경영지들이 주주들의 기대수익률을 자본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사외로 유출되는 배당금만을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61 또한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자본비용이 부채의 자본비용보다 낮다고 

5) 주주가치장조경영 (Value Based Management)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영자들은 채권자 
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 
의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영자들은 당연히 주식에 대한 자본비용 
을 부채에 대한 자본비용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61 주주 부의 극대화플 추구하지 않고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자는 주주틀의 기회비용인 자본비 
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주식에 대한 자본비용을 배당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일반주주들은 장키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전략보다는 매매시점을 잘 선택해서 단기 깨 
매치익을 올리려는 투자행태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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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기업들이 자본비용이 낮다고 생각한 주식을 통 

한 자금조달보다 차입경영을 주로 이용한 것은.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유 

상증자를 통해 자본비용올 낮추는 것보다는 자본비용이 높더라도 차입경영을 통 

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더 중요한 목표로 인식 

되었기 때문이다 Î)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대주주의 지분 유지와 고속성장에의 편숭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차입경영을 통하여 달성하였지만 기업이 차입경영올 활용하여 고속성장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도 무 

시할 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철강. 전자. 자동차， 조 

선， 화학과 같은 산업들에 속해 있다. 이러한 산업들에 속한 기업들은 산업의 속 

성상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를 필요로 한다. 기업.이 막대한 설비투자를 하게되면 

기업이 지불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 

리고 고정비를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매출이 변화할 때 이익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이 변화하는 경 

우에 이익의 변동폭이 커지는 영업레버리지 (operating leverage)위험에 우리 

나라 기업들은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과도한 영업레버리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차입경영을 통해서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게 된다면， 기 

업은 추가적으로 재무레버리지 (financial leverage) 위험을 떠 안게 되어서 . 

경기변동이나 이자율변동과 같은 시장위험에 극도로 취약하게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면서 수익성올 극대화하지 않고 외형성장 

을 추구한 우리 나라 기업의 부실은 결국 기업의 대부분의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 

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동남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은 대규모의 부실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외환 차입금 상환압력에 직 

면한 국내 금융기관에게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나라는 외환 유동성 문제에 노출되었고 마지막으로 국제통화 

기금 (l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Î) 우리 나라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과는 달리 재무의사결정의 목표률 배당과 주가상 
숭올 흉한 주주 부의 극대화보다는 외형성장을 용한 대주주 부의 극대화에 두었다 기업경영에 
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가상숭융 흥해서 부의 중대률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그 과실율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외형에 비례하는 권력 
(power)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가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는 주가 극대화보다 외형성장을 기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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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시장올 통한 재무활동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먼저 외형성장의 경쟁에 몰두해왔던 1990년대에 주주들에 

게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한 우량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이들 기업들이 어떠한 재무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량기업을 선정하는 기 

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량기업을 선정하였다 8)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기업이 경영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반영하기보다는. 경영성과가 시 

장에서의 기대보다 좋은가 혹은 나쁜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9)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평 

균 주가수익률이 기업의 장기척 재무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올 것 

이다. 그리고 주가는 현재의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 

을 반영한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종합적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재무적 기업성 

과 측정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재무정책의 현상 

을 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내 기업들의 재무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지난 10년간( 1990년 ~1999년)의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정책 특성을 분석 

하고， 과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재무정책이 이루어져 왔는가롤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던 500여개 기업 중 재무자료와 주가자료가 불충분한 기업을 제외하고 남은 

3937H 기업이며， 이들 중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보인 성공적인 

257H 우량기업 (Best25)과 그 반대의 257H 불량기업 (Worst25)들에 대해서도 

추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적 경영환경 하에서 성공적인 기업의 재무정책 특 

정이 무엇인지를 추출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u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주가수익률기준 25개 우량기업 

씨) 10년간의 연간 주가수익률의 기하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과 하위 
25위 기업을 선정하였다 

9) Richald Dobbs and Timothy KolJer (1 998)는 단기간의 주가수익률은 기업의 성과가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가 나쁜가를 반영하기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수익률이 경영자의 단기성과를 평가하 
는 데에는 적절한 평가치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물레방아를 예로 들어서 물레방아의 회전속 
도릎 현깨 속도보다 높여야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듯이， 경영자가 주가 수익활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상의 기디l 플 초과하는 성과릎 기록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 
수익 블을 높거1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시장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해야 한다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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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5)과 그 반대의 25개 불량기업 (Worst25)들에 관해서 추가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한국적 경영환경 하에서 성공적인 기업의 재무정책 특정이 무엇인지를 

추출해보도록 한다. 제 IV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밝히고 었 

으며， 부채비율과 주식의 위험인 베타와의 관계가 미약했음을 보이고 있다. 제 V 

장에서는 자본구조결정과 투자결정. 그리고 기업성과간의 상호영향관계를 고려 

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황 

에서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이 아닌 부채조달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성과에 악영향 

을 미쳐왔으며， 투자지출이 기업성과로 연결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제 VI장에 

서는 배당정책과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 

수익률이 보편적인 특성으로 발견되며 배당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VII장에서는 본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우리 나라 기업의 재무적 특성 

1 . 우리 나라， 미국， 일본의 주식과 채권의 역사적 수익률 비교 

재무의 기본 원리 중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C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형태 

의 높은 수익올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 

수익’ 원칙에 의하면 통일한 국가에서 통일한 기간 동안에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고위험의 주식투자 수익률이 저위혐의 채권투자 수익률을 상회해야만 한 

다고하겠다 

미국의 Ibbotson Associate는 O"Stocks , Bonds , Bills and In f1 ation.l 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미국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에 각각 매입후 장기보유 

투자천략을 실행한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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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채권과 주식투자 수익률 비교 ( 1926-1998) 

투자대상 기하평균 산술평균 표준편차 

대형주 11 .2% 13.2% 20.3% 
소형주 12.4% 17.4% 33.8% 

장기회사채 5.8% 6.1% 8.6% 
장기국채 5.3% 5.7% 9.2% 
단기국채 3.8% 3.8% 3.2% 
물가상승률 3.1% 3.2% 4.5% 

(자료) Stocks. Bonds. BiIls and Inflation 1999 Yearbook. 1999. Ibbotson Associate 

〈표 1)에 의하면 미국에서 1926년부터 1998년까지 S&P 500 주가지수에 편 

입된 대형주에 매입후보유 (buy and hold) 전략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연평균 

11.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대형주 투자자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동안에 12 .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장기국채와 장기회사채와 

투자한 투자자는 동일한 기간동안에 각각 5.3%와 5.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하고 또한 위험의 측정치로도 사용되는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소형주가 33.8.%. 대형주가 20.3%. 국채 9.2% 회사채 8.6%로 계 

산되었다 10) <표 1)의 투자수익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투자대상의 수익률 

표준편차가 클수록 역사적 수익률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규칙이 국채와 장기회사 

채 사이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기국채와 장 

기회사채의 수익률 표준편차의 크기가 위험 수준과는 반대로 역전되어서 나타나 

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장기국채의 만기가 장기회사채의 만기보다 훨씬 길기 때 

문에 장기 국채가 채권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더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채가 회사채보다 더 적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의 표준펀차가 회사채 수익률의 표준편차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197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일본에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2)를 작성하였다. 주식은 배당을 고려한 동경 

증권거래소주가지수 (TOPIX) 로 계산한 기하평균수익률로 연 9.8%를 기록하였 

다. 반면에 만기 10년의 일본 정부발행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연평균 6.6%의 

10) 재무이론에 의하면. 개별주식의 위험은 개별주식의 베타로 계산되지만 주식이나 채권의 포트 
폴리오는 분산투자에 의해서 이미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베타 대신 
에 표준면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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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채권과 주식투자 수익률 비교 ( 1970-1999) 

투자대상 

상장주식 전 체 (TOPIX) 

국채 

투자수익률 

9.8% 

6.6% 

(자료)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로부터 작성하였다 
주식은 배당을 포함한 투자수익률로 기하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채권은 만기 10년의 국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시장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의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저위험의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 

익을 올릴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회사채에 계속해서 투자 

한 투자자들이 연평균 16.3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데 반해， 동일한 기간 

에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연평균 14.3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11 ) 기간 

을 최근 10년으로 줄여서 비교해보면 주식투자는 수익률이 -5.4%로 원본 손실 

을 입었는데 반해서 채권은 투자수익률이 14.72%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제공 

하였다. <표 3)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저위험의 회사채에 장기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일본과는 정반대로， 고위험의 주식에 장기로 투자한 투자 

자들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우리 나라의 채권과 주식 투자 수익률 비교 

투자대상 

회사채(만기3년) 

즈시 
I ..., 

1980년 - 1999년 

16.37% 

14.35% 

(자료) 회사채 투자수익률은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작성하였다 

1990년 -1999년 

14.72% 
-5.4% 

주식의 경우 1980년부터 1999년의 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를 사용해서 기하명균 수익률을 계산한 후 
연평균배당수익률을 더해서 계산하였다 1990년부터 1999년은 본 연구에 사용된 35M의 금융기관 
을 제외한 상장회사별 10년간 기하명균 수익률에 동일한 가중치 (353분의 1)를 주어서 계산하였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가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를 사용하고 배당수익률을 더해서 

계산하면 약 3.23%의 주가수익률이 나온다 

11) 1999년 12월에 종합주가지수는 909.72로 장율 마감하였다 그러므로 1999년 12월말올 기 
준으로 하지 않고 200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수익률을 계산하면 회사채 투자수익률 
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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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입후 보유(Buy and Hold) 

전략을 따르는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주식 투자자 

는 장기적인 분산투자전략을 따르기보다는 매입과 매도 시점을 잘 골라서 투자수 

익을 높이려는 투기적 투자 행동을 따르게 된다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 

라 주식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투기적인 시장이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 

나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변동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므로 주식에 투자할 유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의 투자수익률이 채권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CROE) 

주식이 채권보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로 나눈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이 1990년대 

에 어떤 수준에 있었고 또한 어떤 추세를 따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업들은 1990년 1월초부터 1999년 12월말까지의 전체 기간동안에 상장을 유 

지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353개 상장회사로 한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회사의 재무자료와 주가수익률자료다. 

〈그림 1)은 353개 기업의 연도별 ROE 중앙값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 

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ROE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ROE가 일시적 

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ROE가 이 

렇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기업경영 

을 통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기회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올리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 

은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전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1990년대의 CD 유통수익률이 평균 12%인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낮은 

ROE는 CD보다 높은 위험을 선택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비용도 보 

전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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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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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찾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정은 ROE가 1990년부터 1997년 

까지의 기간 중에 1994년과 1995년의 일시적 호황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 

락을 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에는 6%를 상회하던 ROE가 1997년에는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1994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올 하 

였다 12) 그리고 환란 이후 1998년과 1999년에는 ROE가 회복하여 개선된 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주주에게 기회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으로의 충분한 

회복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 

환란 이후에 ROE의 개선이 있었는데， 우리는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높이거 

나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ROE를 금리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올 

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환란이후 1999년부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저금리와 부채비율의 감소는 기업의 금리비 

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ROE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란 이후의 ROE 개선이 기업의 제품경쟁력 회복이나 자산 운용의 효율성 때문 

인지 아니면 저금리와 부채비율의 하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자비용의 감소로 기인 

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살 

펴보았다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ROE와는 달리 부채비율의 개선이나 금리의 등 

락에 의해서 변화하는 비율이 아니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펀더멘탈한 경쟁력 

과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제품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자 

12) 참고로 1988년의 ROE 중앙값은 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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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총자산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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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시켰다면 이는 총자산 영업이익률에 반영될 것이다. 

〈그림 2)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99년에 약간 상숭하였다. 그러나 1999 

년의 상승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급격한 상승이 아니고 1997년의 수 

준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총자산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1998년과 1999년의 ROE의 반전은 기업의 제품경쟁력 회복이나 자산운용 

의 효율성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저금리와 부채비율의 개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초부터 1999년 말까지 상장을 유지한 3537H의 기업을 

총자산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총자산규모로 상위 25% 기업을 대기 

업， 중위 50% 기업을 중기업， 그리고 하위 25%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해서 

규모별 ROE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을 보면 세 그룹의 ROE는 전체적 

으로 동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ROE는 중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3) 1999년에 대기업의 ROE가 중기 

업의 ROE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과도하게 높았던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200%이하로 낮추도록 한 조치를 따라서 대기업이 부채비율의 개선 

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겠다. 

13) 기업을 매출규모에 따라서 분류률 하면 특정 산업이 특정 규모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규모별 ROE의 차이의 상당부분은 산업별 차이로도 셜명될 수 있을 것이다 



R 0.08 
。

E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자본시장을 통한 대기업의 재무활동 13 

〈그림 3>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규모멸 ROE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ROE가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 

해 ROE에 대한 단계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였다. 듀폰등식(Dupont 

Identity) 에 의하면. ROE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ROE=순이익/자기자본==(순이익/매출액) x (매출액/총자산) x (총자산/자기자본) 

즉 ROE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융의 곱에 (1+부채비율)을 곱한 것 

과 같다는 것이다. 

〈그림 4)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매출액순이익률을 나타내고 었다. 매출액순 

이익률은 제품을 100이라는 값에 팔았을 때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은 순이 

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1990년대의 매출액순이익률 추 

세가 〈그림 1)에 나타난 ROE의 추세와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에 1994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 

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ROE와 

마찬가지로 환란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순이익률이 

1990년대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 이유로. 국내적으로는 과잉중복투자에 의한 

제품시장에서의 과다경쟁을 들 수 있겠고 국제적으로는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 하에서 R&D투자를 등한시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지 

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4)가 연도별 매출액순이익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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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매출액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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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매출액순이익률이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극히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199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자산회전율의 변화릎 알 수 

있다 총자산회전율의 중앙값은 1990년대 전 기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러고 전체 기간에서 총자산회전율은 1을 넘지 못하였고 특히 환란 후에는 0.8이 

하의 값들을 기록하였다 총자산회전율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또한 지 

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형성장을 추구하면서 과잉투자 

랄 한 결과 매출규모와 비교해 볼 때 적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치창조 경영을 지향하였다 

면 기업들은 당연히 자본비용 이하로 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저수익 사업부뜰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기업의 총자산 규모를 줄여서 총자산 회전 

율을 높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외형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과도 

하게 낮은 총자산 회전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림 6>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차입경영 

에 의존해온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런 

부채비율의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정부가 환란 이후 기업에 대하여 부채 

비율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은 데에 힘입어 1998년과 1999년에는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90년대 ROE의 지속적인 하락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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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총자산회전율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년도 

〈그림 6>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부채비율 

90년 91 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년도 

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하게 낮은 수익성과 과잉투자로 인한 자산운용의 저 

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외형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기 

업의 ROE는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주식투자자 

들이 주식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주가수익률도 채권수익률보다 낮 

을 수밖에 없었다. 즉 국내외의 격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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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감소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외형성장을 목표로 과잉투자를 한 우리나라 기 

엽은 낮은 ROE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기업의 펀더벤탈을 반영한 장기 

적인 주식투자 수익률도 장기적인 채권투자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 

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II1. 주가수익률 기준 상위 25사와 하위 25사의 재무적 특성 

1 . 주가수익률 상우I 25사와 하우I 25사의 재무비율 

〈표 4)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상장을 유지한 353 
개의 제조기업 중에서 연평균 주가수익률이 상위 25위에 속하는 기업들이 순위 

별로 정리되어 있다‘ 14)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에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SK 
텔레콤으로 연평균 73.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15) SK텔레콤은 10년간의 

ROE 평균이 2 l. 25%에 달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역시 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SK텔레콤의 평균 ROE가 높을 수 있었던 것 

은 SK텔레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서 연평균 매출액순이익률 

이 16.35%에 달할 정도의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통신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총자산 회전율은 0.5751에 불과하였다. 삼성전자는 매입후 보유전략을 따라서 

10년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9.8%의 수익률을 제공하였다. 삼성전자 

또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15.76%의 높은 평균 ROE와 평균 4.35%의 매 

출액순이익률을 기록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특허나 기술과 같은 시장진입장벽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향유 

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산업에 속 

하는 동방아그로， 태광산업， 국도화학， 한국타이어， 대상， 보락， 한독약품의 7개 기 

업들이 이들 그룹에 속한다. 한편 음식료 산업에 속하는 회사들인 농섬， 제일제당. 

l4) 연평균 주가 수익률은 연도별로 배당과 자본이득을 연초 주가로 나눈 연도별 주가수익률을 
이용해서 기히평균으로 계산하였다. 

15) 연팽균 73%의 수익률을 10년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1990년에 SK텔레롬에 투자자의 
윈담이 10닌 후인 1999년에 240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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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가수익률 상위 25개 기업 

산업코드 기업 주가수익률 ROE< 매출액순이익률4 총자산회전율z 레버리지ι 

9 SK텔레콤 0.73156 0.2125 0.1없48 0.5751 2.730 

2 5 삼성전자 0.29823 0.1576 0 여354 1.애47 3.978 

i 3 5 삼보컴퓨터 0.23310 -0.017 o.뼈53 1.4η4 3.625 

4 7 태영 0.22969 0.0878 0.02605 1.0074 4.105 

5 3 삼진제약 0.21697 0.0530 0.0259 0.6823 2.824 

6 4 고려제강 0.19241 0.1127 0.07242 0.9539 1.687 

7 3 동방아그로 0‘17810 0.1잃9 0.08349 0.8686 2.394 

8 뇨。~^ 口| 0.16610 0.1299 0.02303 1.6551 3.709 

9 3 태광산업 0.16194 0.1274 0.10282 1.얘36 1.593 

10 4 포항제철 0.16088 0.0811 0.0616 0.5756 2.301 

11 제일제당 0.15519 0.0512 0.01476 1‘1373 4.365 

! 12 4 연합철강 0.15188 0.0389 om278 1‘ 1080 2.399 

13 3 국도화학 0.1때35 0.0737 0‘여578 O 없48 1.996 

14 3 한국타이어 0.1쩌00 0.1079 0.02948 0.9616 3‘없4 

15 5 삼성전기 0.1쩌91 0.0362 0.0123 0.9176 2.944 

16 2 삼애실업 0.13595 0.0838 0.04118 1.26 1.491 

4 대경기계 0.13565 0.0574 0.01276 1.여81 5.003 

I 18 롯데칠성 0.12806 0.0674 0.00723 0.3153 10.06 

1 19 대상 0.12302 0.1256 0.(껴393 0.8943 4.001 

1 20 8 미래와사람 0.12288 O.여39 0.03154 0.7828 1.912 

3 보락 0.12242 0‘여84 0.05491 0.6228 1.355 

22 동양제과 0‘12008 0.0831 0.01738 1.1478 4.434 

23 3 하니도「야"'íè고; 0.11763 0.(얘28 0.08367 0.5767 3.004 

24 샘표식품 0.11441 0.0694 0.01361 0.8449 6.439 

5 1_ LG섣 ^r 0.11422 0.(뻐59 0:02478 1.1336 4.395 

1 주까수익찰은 1990년 l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의 연간주가수익률을 기하평균으로 계산하였 
다 

"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융. 레버리지비율은 10년간의 연간자료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하 

였다 레버리지비율은 (1 +부채/자기자본)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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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 대상， 동양제과， 생표식품의 6개 기업들은 총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주주 

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전기정밀산업과 금속기계산업 

에 속한 기업들이 각각 4개였으며， 섬유의복업， 건기가스업，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 

이 각각 하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가상위 257H 사는 특정산업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공적으로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모든 산업에 걸쳐서 고르게 존재한다 

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현재 위치에 관계없이 기업이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는 성과 

를 낸다면 기업의 주주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램 7)은 기업의 10년간의 주가수익률의 최고값， 최저값. 중앙값을 각 산업별 

로 계산하여 이들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런 것이다. 주가수익률 분포는 산업별로 차 

이가 있지만 산업 6과 산업 10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최고 주가수익률은 모두 

11%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양산업이건 상장산업이 

건 모든 산업에 걸쳐서 주가수익률 상위 기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를 보면 우리나라의 4대 기업집단인 현대， 삼성. LG. SK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가 삼성그룹이 2개. LG그룹이 1개. SK그룹이 1개에 불과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4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차지하는 비중 

에 견주어 볼 때 .4대 기업집단 중에서 오직 4개의 기업만이 주가수익률 상위 25 
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4대 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다각화를 통한 외형성장 전략을 추구했었기 때문이라고 

섣명할 수 있다. 

〈표 5)에는 〈표 4)와는 정반대로 연평균 주가수익률이 하위 25위에 속하는 기 

업뜰을 순위별로 정리하였다 16) 삼미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은 -42%로 가장 나 

쁜 값으로 기록되었다‘ 17) 그 뒤를 이어서 삼미특수강이 -37%의 투자수익률을 

주주뜰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기업 중에는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이 

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섬유의류업이 5개를 차지하였다 

이들 257H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고 모든 기 

16 ) 추가수익률 하위 25위 기업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상장올 유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기업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서 1999년 12월말 이전에 도산한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17) 삼미의 10년 동안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이 -42%은， 예를 들어서 1990년 초에 1. 000만왼을 
삼띠에 투자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1999년딸 기준의 평가금액이 43.000왼으로 

폭락한 갓음 의 "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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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업벌 주가수익률의 분포 

덮뽑 

t.~1 '!!잉2 상엄3 <!~‘ 산얻5 싣~8 삼~7 잉'i:8 '!!얻9 ~엉10 산잉 

업들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들은 지속적 

인 수익성의 하락에 따른 현금흐름의 부족 문제를 금융기관이나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부터의 차입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한다고 

볼 수 있다- 주가수익률 하위 257M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도 〈표 4)의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계 주가수익률 상위 기업의 구성과 특징 

우리는 앞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의 측면에서 우수한 

257M 기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구성과 주가수익률 수준이 세계적 기업 

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 컨설팅회사 

인 보스톤컨설팅그룹 (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가 적절한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8) BCG (1 999)는 전세계 5.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어 

떤 기업들이 주주가치창조의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인가를 연구하여， 상위 107M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들 5.316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 

액 합의 80%에 해당하기 때문에 BCG (1 999)에서 선정된 주가수익률 상위 10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18) BCG는 The Value Creators. A Study of the World ’ s Top Perforrners의 연구에서 
1993년 말부터 1998년 말까지의 5년 동안에 주주가치창조 경영을 통해 주주들에게 가장 높 
은 수익률을 제공한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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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가수익률 하위 25개 기업 

산업코드 기업 주가수익률1 ROEι 매출액순이익률ι 총자산회전율z 레버리지ι 

8 삼미 -0.4:짧5 0.0187 -0.42366 0.9734 3.681 

I 2 4 삼미특수강 -0.37373 -0.0532 -0.1없21 0.584 4.138 

3 4 진도 -0.34819 2댔4 -0.여848 1.1004 -17.292 

4 7 극「묻。커〕선i -0.앓뼈 -0.1댔 -0.여여3 O냉18 2.582 

2 나산 -0.32101 O잃16 -0.34369 0.7437 2.73 

! 6 4 j 동양철관 -0.31651 -0.1693 -0.(뻐86 0.783 2.975 ! 
7 : 10 신호제지 -0.31어8 0.4982 매07899 0.7124 1.644 

9 세앙선박 -0.30071 -0.1821 -0.03854 0.6125 3 때2 i 

9 ?닙L늘。 -0잃485 0.2250 -0.0599 0.8454 3.796 

10 7 남광토건 -0.28701 O.때43 -0.06456 0.5561 10.087 

객늬←5 1 대우 -0.27283 0.1412 -0.뼈91 1.5717 4.:00 

-0.27181 0.2114 -0.13163 oκ'f.J2 4.875 ~ 년l 신융한 
I 13 I 7 때0.27115 0.2243 -0.10225 0.728 8.37 

i 14 I 7 경향건설 -0.26754 0.7034 -0.22752 0.8221 1.012 

: 15 • 2 신원 -0.26417 -0.갱 -0.1있27 1.0836 3.008 

I 16 I 5 아남전자 -0.26371 -0.0032 0.08491 0.9445 4.859 ! 

17 : 5 대우전자 -0.26186 0.1658 -0.05436 0.8722 3.749 

18 ! 2 쌍방울 -0.26135 -0.여47 -0.02202 0.9239 6.128 I 
→커 

19 4 쌍용자동차 -0.26011 0.9708 -0.17971 0.4032 6.455 

2o 1 5 대우통신 0.25826 -0.2454 -0.04956 0.7361 4.185 

21 3 한국벨트 -0.24968 0.4004 -0.27471 0.6438 

22 2 j 갑을방적 -0.24529 0.1424 -0.12096 0.7117 2.835 

i 23 1 7 도。서。 -0.2얘53 1.2242 -0.6재38 0.8257 6.898 

I 24 7 } 동아건설 -0.23없6 -0.1327 -0.0299 0.6186 6.672 

25 I 3 1 신호유화 -0.23712 -0.1599 -0 띠998 0.8많2 5.998 

j 주가수익률은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의 연간주가수익률을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ROE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은 10년간의 연간자료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였다 레버 
리지비율은 (1 +부채/자기자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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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계의 가치창조 기업 10위 

평균주가수 가치동인의 상대적 중요도 
기 업 명 국가/업종 익률 현 금 자 산 투자증 

(94~98) 흐름마진 생산성 가 

1. 델컴퓨터(Oel Computer) 미국/정보통신업 153% ++ +++ +++ I 

2 아메리카 온라인(America Online) 미국/영상오락업 143% ++ + +++ 

3. SAP 독일/정보통신업 91% +++ +++ 

4. 노키 아(Nokia) 핀란드/정보통신업 79% +++ +++ ++ 

5 헤네스앤모리츠(Hennes & Mauritz) 스웨덴/소매업 69% ++ +++ 

6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미국/정보통신업 69% ++ +++ 

7 시스코 시스템 (Cisco Systems) 미국/정보통신업 67% +++ 

8 아에 곤(Aegon) 네덜란드/보험업 66% ++ NM +++ 

9 찰즈 스왈(Chales Schwab) 미국/은행업 65% NM +++ 

10 컴 퓨웨 어 (Compuware) 미국/정보통신업 64% ++ ++ +++ 

+:낮음++ 중간‘ +++ 높음‘ NM:의미없음 
(자료) The Value Creators. A Study of the World's Top Performel's Boston 

Consulting Group 1999 

〈표 6>을 보면 미국의 델컴퓨터 (Del Computer)가 연평균 153%의 주가수익 

률을 올려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가치를 창출한 기업은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인 어메리카온라인 (America 

Online)으로 143%의 주가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두 기업 외에는 100%이 

상의 주가수익률을 올린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 기업 중에서는 SAP이 

91%의 주가수익률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고 동시에 세계에서 3위의 주가수익 

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가수익률 상위 기업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고르게 분 

포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표 6)에는 정보통신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6개나 포함되 

어 있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9) 

BCG(999)는 미국의 기업들과 유럽의 기업들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미국 기 

업들이 유럽의 기업들보다 주주가치 창조에 더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20) 미 

19) BCG (l 999) 에 의하면.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두 산업으로 정보통신업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과 소매유통업 (retail )을 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 속한 기업 
중에서 주가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이 76% 이고 소매유통업에 속한 기 
업 중에서 주가수익률 상위 10대 기업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은 49%이다， 

20) BCG0999l에서는 상위 10대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6개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유럽의 기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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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가수익률 상위 50대 기업은 연평균 55%의 주가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유럽 

의 주가수익률 상위 50대 기업의 연평균 주가수익률은 40%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5년간의 총수익률로 누적해서 계산하면 9배와 5.4배의 차이를 낳는다. 또한 

BCG( 1999)에서는 미국기업과 유럽기업들의 차이점으로， 미국기업들은 성장전략 
을 추구해서 주주가치를 창조하였으며 유럽기업들은 구조조정전략을 추구해서 마진 

과 자산생산성을 개선하여 주가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1 ) 

3. 주가수익률 상위 25개 기업과 전체 기업들과의 매출액순이익률， 총자 

산회전율， 부채비율의 비교 

주가수익률 상위 25위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성과가 전체 표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룹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8)을 작성하였다 〈그림 8)을 보면 주가수익률 

〈그림 8>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으I ROE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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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1위부터 20이까지의 기업들이 모두 미국 기업들이었고 범위를 상위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떤 미국기업이 70개， 유럽기업이 29개， 나머지 1개는 일본 기업이다 조사대상기업의 
5 ,316 7ij 기업의 분포가 미국기업이 47%. 유럽기업이 37% , 일본기업이 11% 나머지 국가가 5%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기업이 주주가치 창조에서 적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21) 세계 주가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5년간 투하자산(lnvested Capita])의 규모가 4배 이 
상얀 된 기업에는 유럽의 기업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가치가 

$3540억이나 되는 초대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조차도 그 기간동안에 투하자산 
의 규모가 200%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현금흐름마친과 자산생산성의 증가변에서 가장 우수 
한 상위 5개의 기업에 유럽기업이 4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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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사의 ROE 중앙값은 전기간에 걸쳐서 전체기업의 ROE 중앙값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가수익률 상위 25위에 속한 기업들의 ROE는 전 

체기업 ROE가 환란 이전까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1990년부 

터 환란 이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그룹간의 ROE 차이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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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는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91년을 제외하면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매출액순이익 

률이 전체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보다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8) 

의 ROE비교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환란 이전까지 지속적 

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들의 매출액 순이익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띄고 있지 않았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그룹간의 매출액 

순이익률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전체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총자산회전율을 비교 

하고 있다.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들이 전체 산업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기간에서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총자산회전율은 전체기업의 

총자산회전율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로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 

업들에게는 과잉투자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도 환란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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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란 이후에 두 그룹의 총자산 회전율은 상반된 방향으로 웅직이고 있 

다. 전체 기업들의 총자산회전율은 환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주가수익률은 상위 25위 기업들의 총자산 회전율은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환란 이후에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이 개선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볼 때，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투자 문제의 해결이 주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총자산회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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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유형고정자산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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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체 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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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대량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자산 대신에 유형고정자산으로 매출액을 나눈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의 

추이를 〈그림 11>에 표시하였다. 전체 기업의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은 총자산 회 

전율과 마찬가지로 90년대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 1 1)에 

서 나타난 총자산 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잉설비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 

형고정자산 회전율의 하락으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가수익률 상위 25사의 총자산 회전율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유형고정자산 회전율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1990년대 후반에는 추가적 

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주가수익률 상위 25사의 경우， 총자산 회 

전율은 1997년까지 전체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형고정 

자산회전율은 1990년대 전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그룹에는 적어 

도 고정자산에의 과잉투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림 12>는 전체기업과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가수익률 상위 25위 기업의 부채비율이 전체 기업의 부채비 

율보다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란 이후에 정부가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에 힘입어 두 그룹의 부채비율이 모두 하락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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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 

1 . 자본구조 결정요인 

기업의 자본구조결정에 관한 이론은 Modigliani and Miller (1958) 의 무관 

련이론에서 시작한다 즉 완전자본시장 하에서 자본구조의 선택이 기업가치와 무 

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시장에서는 법인세 (Modigliani and 

Miller , 1963) 개인소득세 (Miller ， 1977) , 감가상각비 및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비부채 절세효과(DeAngelo and Masulis , 1980), 파산비용 및 대리인비 

용(Jensen and Meckling , 1976) 등의 시장불완전 요인들로 인해 자본구조의 

변경은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쳐 결국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현실 

적으로 기업은 부채 사용에 따른 이접(절세효과)과 단접(파산비용 및 대리인비 

용)의 상반관계( trade-off)를 고려하여 최적자본구조를 결정한다는 상반이론 

(t l'ade-off theol' Y) 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 부의 극대화라 

는 전통적인 기업재무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본구조 결정요인으로서는 기업의 담보가치. 성장 

성， 수익성， 업종 및 제품의 특이성 등이 주장되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의 담 

보대출 관행으로 인하여 기업의 담보자산은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이 되며 , 따라서 기업의 차입능력은 기업의 담보력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유형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부채비율은 높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Vlye l's ( 1977) 에 의하면 성장기회 또는 투자기회가 높은 기업일수록 부 

채사용에 따른 과소투자 대리인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할 

것이므로 성장성은 부채비율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 

의 이익성상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자산 담보 

가치도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의 차입능력은 증가되어 성장성과 부채비율 간에 양 

의 관계가 성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익성과 부채비율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Myers and Majluf( 1984) 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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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순위이론(pecking-order theory) 에 의하면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즉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내부유보자금이 충분하여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하 

거나 축적된 유보이익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익성이 높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적어질수록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이들 기업의 부채사용은 신규투자의 수익성 

이 부채사용에 대한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품이나 업종의 특수성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잠재적 파산비용이 

높아질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특수한 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의 고객， 납품업자. 종업원들은 기업 파산시 상대적으로 다른 공급처 

나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높은 비용올 치루어야 할 것이다. 제품 특수 

성에 대한 변수로는 (연구개발비/매출액)의 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기존 이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자본구조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회귀계수 밑의 괄호안 부호 

는 회귀식 추정결과 예상되는 부호이다. 

(FD(TAh = ao + al (F따r A)it + a2 (Ol{f A)i t + a3 (Ol)it + 1I4 πA)i ‘+ as (R&D/Saleh 
(+) (+,-) (+,-) (+,-) (-) 

FO(fA - 고정 부채/총자산22) 

FA(fA = 고정 자산/총자산 

OI(fA = 총자산 영업이익톨 

01 = 영업이익성장률 

TA = 총자산성장률 

R&O/Sale = 제품특수성 측정올 위한 변수로서 연구개발비l매출액 

위의 회귀식 추정을 위한 자료는 시계열 및 횡단면을 포함하는 팬널자료이므로 

연도별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각 연도 

별로 회귀식을 추정하였으며. Fama and MacBeth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 횡단 
면 추정계수를 시계열상으로 평균하였으며， 끝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을 풀링하여 

추정하였다. 

회귀식 추정 결과는 〈표 7>에 보고되어 있다. 우선 고정자산비윷은 부채비율과 

22)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은행차입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기 은행차입금 
을 고정부채 (FDl 에 더한 것에 대하여도 회귀식을 추정해보았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표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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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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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A> 부채비율과 베타 회귀결과 

산업벌 절편 (t-값) 부채비율 (t-값) 수정 R~ 

음식료 O.7æIJ (14.때) 0.0012 (0.29) -0.뼈5 

섬유의복 0.7638 (11.30) 0.0104 (0.56) -0.0190 

석유화학 0.7933 (14.명) o.여81 (2.18) o.여41 

금속기계 0.9053 (25.51) o.α)3 1 (0.42) -0.0115 

전기정밀 0.9115 (24.00) o.αg (0.55) -0.0131 

전기가스 1.2731 n.a -0.2222 n.a n.a 

건설 0.9654 (19.12) -0.0012 (애.19) -0.0301 

도소매 1.0142 (30.83) 0.0013 (1.19) 0.0135 

운수통신 0.9297 (13.23) 0.0057 (0.74) -0.0386 

기타제조 0.9718 (12.07) -0.0076 (-0.32) -0.뼈1 

연도별 절편 (t-값) 베타 (t-값) 수정 R~ 

90 0.7560 (51.07) 0.0012 (0.58) -0.0017 

91 0.6π1 (51.59) 0.0016 (1.00) o.αm 

92 0.7246 (57.07) o.αm (0.84) -0.뼈8 

93 0.7719 (58.18) 0.0017 (2.51) 0.0134 

94 0.6557 (36.6이 0.0010 (0.48) -0.α)20 

95 0.7225 (영.44) -0.0004 (-0.00) -0.0016 

96 0.7없4 (영.45) o.αXXJ (0.00) -0.0026 

97 1.1597 (61.32) -0.αx)4 (-1.여) o.αXl2 

98 1.0050 (52.27) -0.뼈2 (-0.19) -0.0025 

전체 0.8054 (128.03) o.αXl 1 (0.00) -0.αX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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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장기부채비율과 베타 회귀결과 

산업벌 절편 (1-값) 
장기부채 

(1-값) 수정 Rι 
비율 

음식료 0.7427 (6.79) 0.0047 (0.01) -0떠33 

섬유의복 0.5164 (4.55) 1.1242 (2.63) 0.1381 

석유화학 0.6815 (8.79) 0.7505 (2.89) 0.0833 

금속기계 0.7945 (10.23) o.얘58 (1.65) 0.0231 

전기정밀 o.밍85 (4.62) 1쩌19 (3.88) 0.2069 

전기가스 0.6420 n.a 0.6π4 n.a n.a 

건설 0.9458 (10.95) 0.0453 (0.16) -0.0304 

도소매 0.9432 (14.54) 0.3η3 (1 .45) 0.0354 

운수통신 0.7919 (4.36) 0.6171 (0.81) -0.0288 

기타제조 0.9400 (8.79) 0.0319 (0.10) -0.0054 

연도별 절펀 (1-값) 버|타 (1-값) 수정 Rι 

90 0.6911 (26.17) 0.2701 (3.01) 0.0202 

91 0.5724 (23.88) 0.4275 (5.25) 0.0635 

92 0.65π (26.09) 0.2661 (3.11) 0.0216 

93 0.6811 (25.9이 0.3640 (4.11) 0.0389 

94 0.6515 (19.62) 0.0272 (0.25) -0.0024 

95 0.6623 (15.88) 0.2312 (1.않) 0.0042 

96 0.6898 (15.72) 0.2988 (2.08) 0.0084 

97 1 α305 (27.85) 0.2865 (2.25) 0.0102 

98 0.9152 (27.96) 0.3289 (3.34) 0.0253 

전체 0.7251 (59.91) 0.3107 (0.여) 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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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C> 이자보상비율과 베타 회귀결과 

산업벌 절편 (t-값) 
이자보상 

(t-값) 수정 Rι 
비율 

음식료 0.7495 (11.35) -0.0039 (-0.12) -0.0짧 

섬유의복 0.7잃4 (15.3)) -0.뼈1 (-0.44) -0.0222 

석유화학 0.0026 (3)‘ 17) -0.α)3 1 H.93) 0.0앓4 

금속기계 0.9388 (22.95) -0.0131 (-0.98) -0.αXJ3 

전기정밀 0.9515 (영 94) -0.0163 (-1.74) 0.0361 

전기가스 0.7680 n.a o.α:û8 n.a n.a 

건설 0.9417 (15.05) 0.0169 (0.33) -0.0278 

도소매 1.0570 (29.π) -0.0228 H .74) o.α3351 

운수동신 0.9431 (12.80) -0.α:XJ4 (-0.69) -0여61 

기타제조 0.9482 (24.16) -0.αx)6 (-0.32) -0.0319 

연도별 절펀 (t-값) 베타 (t-값) 스l 처 C그 口’ d 

90 0.7잉4 (54.01) O.CXXXl (-0.69) -0.0013 

91 0.6865 (55.51) -0.0011 (-2.33) 0.0112 

92 0.7272 (57.56) o.αXXl H.37) o.αg 

93 o.η80 (57.76) -0.0010 H .24) 0.0014 

94 0.6많8 (38.97) o.αXXl (-0.19) -0.αl25 

95 0.7095 (25.35) o.α)92 (0.64) -0.0015 

96 0.7987 (3).71) -0.0262 (-2.00) 0.0076 
L 

97 1.1992 (56.06) -0.0397 (-3.88) OO346 } 

98 1.0047 (52.50) o.αXlO (0.08) -0.0025 I 

전체 0.8065 (129.0:되 o.αm (0.00) o.α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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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차입능력 

이 기업의 담보자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유형고정자 

산에의 투자가 많은 기업들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 지표로 사용된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Myers and Majluf(984)의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 

-order theory) 에 의한 예측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이 충분하여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하거나 축적된 유보이익으로 부채비율 

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성 지표로 사용된 두 변수(영업이익성 

장률과 총자산성장률) 중에서는 총자산성장률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 

며. Myers(1977l 가 주장한 부채사용에 따른 과소투자 대리인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본구조와 주식의 위험 

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그 기업의 위험을 반영하는 가중평균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값으로 결정된다 Modigliani and Miller (1 958)는 완전자본 

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무관련이론을 주장 

하였으나， 그 이후 많은 연구자은 현실적으로 법인세， 개인소득세， 파산비용， 대 

리인비용， 신호효과 등의 시장 불완전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구조가 기업 

까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시장불 

완전 요인들로 인하여 주주와 채권자의 위험과 요구수익률을 변화시키게 되면 결 

국 기-중평균자본비용이 변화하여 기업가치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 

자본 사용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저렴한 부채비용으로 인해 가증평 

균자본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기업가치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타인자본 

은 파산비용과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주주와 채권자의 위험과 요구수익률 

윤 급격히 증가시키게 되며 결국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관련 비율의 증가가 과연 주주 

의 위험을 증가시켜 요구수익률의 증가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설증적으로 검증 

해보도록 한다. 부채관련 비율로는 90년부터 98년까지의 매년 말 부채비율 

(debt-to-eqity ratio). 이자보상비율(interest coverage ratio). 그리고 장기 

부채비율(long-term debt-to-equity ratio) 의 세가지를 사용하였으며 ,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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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과거 2년간의 월수익률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베타 

를 사용하였다. 또한 부채비율이 산업별 및 연도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별 및 연도별로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7A)에서는 부채비율과 베타와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식 추정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부채비율과 베타는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석유화학 업종 

과 1993년을 제외하면 모두 O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회귀식의 

수정 R2는 4%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부채비율의 변화가 

베타 크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 

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부채비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부채비율과 베타와의 관계를 추정한 〈표 7B)에서는 

부채비율에 대한 결과보다는 더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업종별로 장기부채비율과 베타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 

복. 석유화학， 전기정밀 업종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 

고 있다 이것은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주식 투자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프리미염을 요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채비율에 대한 결과와 대조 

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표본에 대해서는 장기부채비율도 베타와 비유의적인 

관계들 보임으로써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장기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의 관심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C)에서는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계산된 이자보상비율과 베타와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는데， 석유화학， 전기정밀. 도소매 업종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자보상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의 

부닫이 적어 재무적 곤경으로 빠질 가능성이 적으므로 주주뜰의 요구수익률도 낮 

아점을 의미하는 것이니기 그 나머지 업종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전체 표본에 대해서도 유의적인 관계릎을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의 

부채관련 비율에 대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관심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본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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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본구조， 투자결정 , 기업가치간의 상호관계 

1 . 자본구조， 투자결정， 기업가치간의 상호관계 모형설정 

앞 절에서는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이 투자결정 및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 수익성， 성장성， 담보가치 등의 재무변수들과의 관련성 및 영향관계를 분석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결정요인만을 분석하게 되면， 재무의사결정과 투자결정 및 기업성과간의 상호 

작용을 무시하게 된다. 즉 개별기업의 자본조달 결정은 투자결정을 통해 투자결 

정의 산룹로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성과는 다시 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투자기회의 창출을 통해 자본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본 절에서는 자본조달결정과 투자결정， 그리고 기업성과간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이들을 연립방정식 체계에 의거 실증분석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자본구조 

결정과 투자결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한 국내의 연구 중에는 윤봉한， 오 

규택( 1999) 이 있으며. Cho (1 998)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결정， 기업 

성과， 소유구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뜰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내의 성공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자본 

구조， 투자결정， 기업가치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적 경영환경 하에서 성공적인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 1 ) 자본구조결정 모형 

우선 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토빈의 q(TQ). 내 

부자금비율(IF/TA) . 투자지출비율(I/TA) . 유형고정자산비율(FA/TA) . 총자산 

영엽이익률의 표준편차(SDOI). 로그 매출액 (LS)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자본구조는 해당 연도말의 총부채/총자산으로 계산된 부 

채비율(TD/TA)을 사용하였다. 

(TD[fA)11 = ao + al(TQ)it + a2(IF1πA)it + a3(I(f A)it + 114(F짜TA)it+ a5(SOOl)it+ a5(LS)it + 1: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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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본구조결정에 관한 기존 문헌에 의하면， 기업의 자본구조결정은 완전 

자본시장 하에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된다는 무관련이론이 주장된 이후 

(Modigliani and Mi1ler. 1958). 법인세， 개인소득세. 파산비용 및 대리인비 

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완전요인들이 자본구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 

인들로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Trade-off theory에 의하면， 부채사용의 증가는 

미래의 파산비용을 증가시켜 부채사용의 이점인 법인세 절감효과를 상쇄하고， 결 

국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부채수준， 즉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또 

한 Jensen and Meckling(1 976)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부채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최적자본구조가 결정된 

다고 보았으며. Myers (l 977)는 위험부채의 존재가 대리인비용의 일종인 과소 

투자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기회가 높은 기업일수록 과소투자비용을 줄이 

기 위해 더 적은 부채를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장기회와 부채비 

율간에는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회에 대한 변수로서 토 

빈의 q비율을 사용하여 과연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IF/TA는 내부자금(=순이익+감가상각비)/총자산으로 계산된 비율로서 

Mye l's and Majluf(l 984) 의 자본조달순위이론(pecking-order theory)를 검 

증하기 위한 변수이다. 즉. 자본조달순위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자금조달시 역선 

택비용 등을 포함한 발행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 내부자금에 의존하고， 그 다 

음으로 무위험부채. 위험부채，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식발행에 의존하게 된다. 따 

라서 내부자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할 것이므로 내부자금의 

크기와 부채비율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I/TA는 투자지출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국내 기업들이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지출 증가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발행으로 조달하였는지 

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변수이다. 따라서 부채비율과 I/TA간의 양의 관계는 

국내 기업이 부채조달을 통한 투자지출의 증가를 도모하였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FA/TA는 유형고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 비율 

이 높은 기업은 자산의 담보가치가 더 크고 파산비용이 더 적을 것이므로 더 많 

은 부채를 사용할 게 된다. 즉. FA/TA와 부채비율간에는 양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SDor는 과거 5년간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로서， 해당 기업의 영업위 

험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영업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재무위험을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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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능력이 적으므로 부채를 더 적게 사용할 것이며， 따라서 SDOI와 부채비율 

과는 음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S는 매출액의 자연대수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다각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관계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더 많 

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은 양의 관계를 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결정 모형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직전 연도의 투자지출 및 투자기회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에도 영향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투자결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I/TA)" = bo + b\(I/TA)it.\ + b:>(S/TA)it.\ + b:Jσ'Q)it.\ + b4(IF/TA)it+ b:s(SOOI)선 b:sπD/TA)it + C" 

여기서 I/TA는 총자산 대비 투자지출의 비율로서 종속변수이며， 이에 대한 설 

명변수로서 (S/TA)i야와 (TQ)i이은 각각 전년도 매출액/총자산과 토빈의 q비율 

을 나타내며. IF/TA. SDOI. TD/TA는 앞의 자본구조결정 모형에서 정의된 바 
와 같다 기업은 전기의 투자지출액 및 매출액 증가에 대응하여 당기에 투자지출 

율 결정할 것이므로 (I/TA)α 1와 (S/TA);t-l는 당기의 투자지출 비율과 양의 관 

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기의 토빈 q는 당기의 투자지출에 의하여 결 

정되므로 내생성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기의 토빈 q대신에 전기의 토빈 q인 

(TQ)α ]를 수단변수로 사용하였으며 , 전기의 높은 TQ값은 양호한 투자기회 또 

는 성장성을 나타내므로 투자지출 비율과 양의 관계를 가칠 것으로 예상된다 

IF/TA변수는 투자지출이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SDor는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지출이 김 

소하는지를 얄아보기 위한 변수이며. 끝으로 TD/TA는 국내 기업들이 외형성장 

에 치우친 나머지 투자자금을 부채비율의 증가를 통하여 조달해왔는지룹 검증하 

기 위한 변수이다 

(3) 기업성과 모형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Q)" = Co + c\(TD/TA)it + c2(I/TAh + c3(RAπAh + c4(LS)it + Cit 

RA/TA = 무형자산(=R&D지출+광고비)/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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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Q는 토빈의 q로서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기업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레버리지 비율(TD/TA) ， 투자지출 비율(I/TA) , 무형 

자산(R&D지출+광고비)의 비율(RA/TA) ， 로그 매출액 (LS)를 사용하였다. 우 

선 TQ와 레버리지간의 관계에 대하여 Myers ( 1977) 에 의하면 위험부채의 존재 

는 경영자로 하여금 양의 NPV를 갖는 투자안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과소투자 및 

기업가치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TQ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하 

게 된다. 그러나 부채의 법인세절감효과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와 TQ간에는 양 

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Jensen( 1986)과 Stulz (l 990)도 레버리지의 증 

가는 잉여현금흐름을 과잉투자하려는 동기를 억제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토빈 q와 레버리지간의 관계에 대 

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서. McConnell and Servaes (1995) 
는 성장기회가 많은 고성장기업의 경우 TQ는 레버리지와 음의 관계를 가지며， 

저성장기업의 경우 TQ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 

며. Lang. Ofek. and Stulz (l 996)도 저성장기업의 경우 레버리지와 미래의 

성장기회간에는 강한 음의 관계가 성럽함올 보였다. 

또한 투자지출 비율(I!TA)과 무형자산의 비율(RA/TA)은 기업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로그 매출액 (LS)도 기업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재무변수의 요약 통계량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토빈의 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그 대체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Chung and Pruitt (l 994)의 방법을 따라 (보통주 시장가치 + 
우선주 시장가치 + 부채의 장부가치) / (총자산 장부가치)로 계산하였다. 그리 

고 내부자금 IF는 순이익과 재무상태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상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합한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투자지출액 I는 재무상태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상의 고정자산의 증가에서 토지의 증가(취득)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인 SDOI는 당해 연도로부터 과거 5년간의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무형자산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RA는 R&D지출(경 

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과 광고비(광고선전비 및 해외시장개척비)의 합으로 계 

산하였다. 

〈표 8)에서는 분석대상 기업들의 재무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올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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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본구조 • 투자결정 • 기업성과 변수의 요약 통계량 
{ 

IFπA FNTA |ηA LS RNTA SDOI (SπAlt-I TD!TA TQ 

L!j{ j또 펀 중 표준본앙프펀값수j: f 
0.026 O.영6 0.061 18.840 0.014 0.029 1 여6 0.706 1.115 

0여4 0.328 0.042 18.654 O.αl3 0.021 0.853 0.682 1.071 

0.203 0.165 0.062 1.481 0.025 0여6 1.926 0.418 0.297 

3920 3920 3920 3920 3920 3926 3930 3920 잉94 

l 산업별 평균 

L 
음식료품 O.잉3 0.371 0.070 18.977 0.029 0.024 1.075 oπ7 1.057 

년윤의복가죽 0.018 0.359 O.여7 18.541 0.014 0.033 0.920 0.672 0.995 

유화학 O.여8 0.356 0.061 18.539 0.(저O 0.026 0.811 0.637 1 ‘α33 ， 

그속기계장비 0.007 0.367 0.076 18.768 O.α)3 0.026 0.908 0.662 1.148 
~전 CJ 기정밀기계 0.016 0.295 0.069 18.413 O.α19 0.031 0.963 0.684 1.갱5 

뎌J 긴 건관설업순도 i 0.100 
0.681 0.169 21.197 0.001 0.016 0.732 0.589 1.128 

닙 ! -0떠O 0.122 0.018 19.533 O.()(β 0.039 0.719 O 잉2 1. 102 

도소매 -0.004 0.248 O.떠5 19.830 0.011 0.026 3떠5 0.740 1.137 

O.뼈6 0.086 19.052 0.004 0.026 0.832 O.π1 1.165 I 

0.001 0.457 0.078 18.800 0.005 0.029 i 0.743 0.691 1.004 I 

! 0.%6 0.323 0.084 18.360 0.017 0.032 1.143 0.652 1.188 I 

0.056 0.325 0.082 18.않O 0.016 0.032 1.104 0.674 I 1.065 

1992 0.050 O잃1 0.069 18.616 0.015 0.031 1.066 I 0.6η 1. 124 I 

1993 0.029 0.335 0.063 18.676 0.014 0.026 1.072 0695 1.2-301-23카 j j f누-→-← 1994 
O.여6 0.326 0‘059 18.816 0.014 0.026 1.떠6 0.695 i 1 

1995 0.047 0.326 0.067 18.968 0.014 0.025 1.063 0.698_1~갱 
1996 0.035 0.328 0.064 19.078 0.014 0.025 1.052 0.706: 1.애4 

1997 0.005 0.311 0.054 19.167 0.013 0.025 1 여4 0.740 I 0.986 i 

1998 -0.081 ! 0.373 O.떠4 19.얘3 0.008 0.028 0.945 oπ9 I 0.988 
(••• 1999 0.001 0.378 O.떠6 19.126 0.010 0.036 0.940 0.740 i~ 
I Best 25 평균 O때1 0.364 I 0 때7 19.550 0.024 0.025 I 0.964 0.616 1.133 i 
r---
i Worst 25 평 균 I -0.059 0.249 O.여5 19.337 0.010 0.026 oπ6 0.893 i 1.1뼈 
c 

」!중평‘균차이 t-값 • (9.18) I (8.35) I (6.57) (1 때) I (7.57) 1_~~g.~?l1J6 띠) I (-1O.74)i (-0.37) 
앙값차이 p-val [0.(페 , [0.00] i [0.때 {0 19] 1 [0.m] 1 [0 46l j [0.ml j [0.ml [0.38]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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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내부자금 비율인 IF/TA는 업종별로 전기가스수도업종이 10%로서 가 

장 높았으며， 건설업종이 3%로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자금 

비율의 크기는 부채비율(TD/TA)의 크기와 정확히 대웅되고 있는데， 즉 내부자 

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기가스수도업종은 가장 낮은 부채비율 59%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내부자금 비율이 가장 낮았던 건설업종은 부채비율이 9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었다. 이것은 내부자금의 부족분을 그대로 부채조달을 통해 

충당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업종은 가장 높은 내 

부자금 비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 0.1%에 지나지 않으며 총자산회전율인 8/TA도 가장 낮은 수준인 

73%에 지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져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로는 내부자금 사정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 왔으며 . 1994년에 잠시 회복된 후 다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악화되었 

으며. 부채비율은 1990년대 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98년에는 7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1990년대에 지 

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성장을 위한 부채조달은 계속 증가되 

어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총자산 대비 투자지출액과 R&D지출 및 총자 

산회전울도 모두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그 결과 토빈 q비율도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과 

1998년에는 1 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의 주가수익률에 의거 선정된 Best25 

와 Worst25 기업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Best257]업들의 내부자금 비율， 고 

정자산 비율. 투자지출 비율. R&D지출 비율， 총자산회전율은 모두 Worst257] 

업들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3. 자본구조， 투자결정， 기업가치간의 상호관계 실증분석 

기업의 자본구조. 투자결정， 기업가치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이들의 결정 

요인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체계에 의한 2단계 최소자승법 (two

stage least squares rnethod: 28L8)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을 각각 

단일 방정 식 으로 간주하여 최 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rnethod: 

OL8)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패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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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내재하고 있는 개별효과와 시간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업종더미와 연도더 

미를 사용하였는데. 업종더미는 〈표 8>에서 보았던 10개의 업종분류 중에서 기 

타제조업을 제외한 9개의 더미가 사용되었으며， 연도더미는 1990년을 제외한 9 

개의 더미가 사용되었다 23) 

〈표 9A> 자온구조(투자결정(기업성과에 대한 2SLS 회귀식 추정결과 

자본구조결정식 투자결정식 기업성과식 

독립변수 TD(íA 독립변수 |πA 독립변수 TO 

절편 -0.004 (-1.잃) 절편 --0.여Q (-2.84) 절펀 1.759 (27.27) 

TO 0.088 (5.00) lπA1-1 0.393 (22.19) TD(íA o.η3 (19.76) 

|πA 0.917 (6.61) S(íA1-1 -0.001 (-1.74) |πA --0.391 (-2.00) 

I I F.πA -1.034 (-36.99) TOν1 0.001 (0.18) 매πA 0.317 (1.58) 

FAfíA -0.005 (-2.06) IFπA 0.176 (8.42) LS -0.야ì2 (-1 6.49) 

SDOI -0.481 (-3.81) SDOI 0.078 (1.56) 

LS 0.035 (17.25) TD(íA 0.137 (7.40) 

A이 Rι 0.495 Adj. Rι 0.356 Adj. Rι 0.276 

Nobs 3,390 Nobs 3.390 Nobs 3.390 

F-test [0.00] F-test 183.98 [0.00] F-test 
141.또 [0.때 I (6개 변 수) 1 451 73 (6개변수) (4개변수) 

〈표 9A)에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우 

선 자본구조결정 및 기업성과 회귀식 모두에서 토빈 q비율(TQ)은 부채비율 

(TD/TA) 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Jensen 

(1986) 이 주장한 잉여현금흐름가설에서와 같이 레버리지가 과잉투자를 억제하 

는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기업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부채의 법인세절감효과， 그리고 만성적인 자금부족하에서 레버리지 증 

가를 통한 자금조달 자체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가 Best257] 업과 Worst257]업에 대해서도 유효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더미변수를 각각 추가하여 회귀식을 추 

정한 결과가 〈표 9B)에 제시되고 있다 표에서의 Best25더미 (Worst25더미)는 

23) 지면관계상 산업별 더미 및 연도별 더미의 추정 계수값은 표에서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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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자본구조(투자결정(기업성과에 대한 2SLS 회귀식 추정결과(BestWorst25 더미포함) 

자본구조결정식 투자걸정식 기업성과식 

독립변수 TD(íA 독립변수 |πA 독립변수 TO 

절펀 -0.(뼈 (-1.87) 절편 -0.021 (-1 .41) 절편 1 뼈 (26.16) 

Best25더미 -0.279 (-2.39) 8est25더미 0.(뼈 (0.35) 8est25더미 -0.102 (-0.51) 

Worst엉더미 -0.1π (-0.85) Worst25더미 0.079 (2.30) Wαs없더디| -0.559 (-1 .78) 

TO oα32 (4.90) |πA1-1 0.372 (19.78) TD(íA 0.783 (16.93) 

Best25더미 -0.033 H.여) 8est25더미 O.α~ (1.90) 않st25더미 -0.539 (-4.88) 

Worsε5더 01 0.353 (6.07) Worst25더미 0.161 (2.18) Worst25더미 0.088 (0.93) 

11πA 0.991 (6.45) sπA1- ‘ -0.001 (-1 .73) lπA -0.676 (-4.01) 

8est25더미 -0.359 (-1.78) 8est25더미 -0.001 (-0.12) Bes엉5더미 1.141 (4.31) 

Worst25더 01 -1 .423 (-5.50) Worst25더미 -0.003 (-'0.27) Worst25더미 0‘452 (1.11) 

IFπA -1.000 (-32.22) TQ-, 0000 (-0.08) RAffA 0.210 (1.01) I 

[ 많st25더미 -0.190 (-1.19) 8est25더 01 0.019 (1.64) Best25더미 0.559 (0.74) I 

! Wors띠5더 01 O.때1 (5.57) Worst25더미 0.001 (0.03) Wαs얹더디| 1.1여 (0.5 1) 

FAfíA -0061 (-183) IF.πA 0.150 (6.85) LS -0.066 (-15.94) 

Best25더口 1 i -0.127 H.50) 8est25더미 0.153 (2.35) Best25더미 0.023 (2.06) ! 

Worst25더 01 0.321 (389) Worst25더 01 -0.142 (-3.91) Wors뾰더01 0.020 (125) I 

SOOI 0.375 (-2.86) SDOI 0.021 (0.42) 

Best25더미 -1 ‘7잉 (-345) Best25더 01 0.171 (0.83) 

Worst25더미 0.424 (062) Worst25더 01 -0.126 (-0잉) 

LS 0.035 (1614) TD(íA 0.119 (5.98) I 

1 Best25더미 0.020 (335) Best25더디| -0.066 (-2.35) 

IWαsl25더미 -1이Xl71 (-080) Worsδ5더 01 -0.121 (-3π) 

1M. Rι 0.520 Adi. Fr 0.371 Adi. R< 0.286 i 
Nobs 3.390 Nobs 3.390 Nobs 3.300 
F-Iest(6개 변 수) 잃5.79 [0.(에 F-test(6개변수) 139.55 [O.ooJ F-test(4개 변수) 11 7.88 [0.(에 j 

F꿨1(6개 j 6.33 [O.ooJ F-t않(6개 7.17 [O.ooJ 
F-t없(4개 

11성 [0.(에 
Best25더口1) Best25더미) Bes뾰더 0 1) 

12.78 [0.(뻐 
F-test(6개 3.34 F-te앉(4개 

0‘97 [0.42J Worst25더 口 1) Wαst25더미) [0.ml worsg더매 

Best2571 업 (Worst2571 업)에 대해서는 1의 값을.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로서. 여타 기업들에 대한 계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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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의 차이를 나타내 준다 예컨대 기업성과식에서 보면 기업성과는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지만. Best25더미는 유의한 음수로 그리고 Worst25더미 

는 비 유의 적 인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Best2571 엽 은 Worst2571 업 을 포 

함한 여타 기업들과 달리 부채비율과 기업성과간에 성립하는 양의 관계가 훨씬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성장기회가 많은 Best2571 업일수록 Myers 

( 1977) 및 McConnell and Servaes (1 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위험부채의 

과다로 인한 성장기회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부채를 사용하는 경향 

이 있으나. Worst2571 업 및 여타 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하에서 레버리지의 

증가뜰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성과를 달성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본구조결정 회귀식에서 투자지출비율(I/TA)과 부채비율의 관계는 유 

의한 양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주로 부채비율의 증가 

를 통해 조달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 9B)에서 보 

면 Best2571 업 이 Worst2571 업 보다 오히 려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기 

업성과 회귀식에서 투자지출비율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는 Best2571 업의 경우 양 

수. Worst2571 업의 경우 음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채로 조달된 투자자금이 

Best2571 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투자안에 투자된 반면. Worst 

25기업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투자안에 투자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자금비율OF/TA)과 총자산영업이익률(SDOI)은 모두 예측한대로 부채비 

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내부자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위험 

부채를 말행할 필요가 적으므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며， 경영위험이 커질수록 재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러한 경향은 특히 Best2571 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표 9B)에 

서 보면 Best25더 미 가 Worst25더 미 와 달리 모두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 

고정자산의 비율(FA/TA)은 예측과 달리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기업규모플 나타내는 로그 매출액 (LS)은 예측한대로 부채비율과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차입능력이 커진다는 것플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도 역사 〈표 9B)에서 보변 Best2571 업일수폭 더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결정 회귀식에서 전기의 토빈 q (TQt-l)는 예상대로 양의 계수값음 보이지 

만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며 〈표 9B)의 Best25더미는 10%수준에서 유의 한 양 

의 값을 보이나. Worst25더미의 계수는 O과 다름이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 

라서 Best2571 엽일수록 전기의 투자기회가 양호할수록 당기의 투자지출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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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자금 비율(IF/TA)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기업의 투자지출이 내부자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Best2571업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조적으 

로 Worst2571 업의 경우에는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표 8>의 요약 통계량에서 본 바와 같이 Worst2571엽은 

내부자금비율의 평균이 읍수로서 내부자금이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 

이 내부자금이 아닌 부채조달로 충당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부채비율 

(TD/TA)은 자본구조결정 회귀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주로 부채비율의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변동성 (SDOI)은 예측과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다. 

기업성과 회귀식에서 부채비율(TD/TA)은 자본구조결정 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의한 양의 계수값올 보이고 있으며. 투자지출비율(I/TA)은 투자결정 식 

에서와 달리 당기의 TQ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지출비율에 

대한 Best25더미는 유의한 양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Best2571업들은 당기의 

투자지출과 기업성과간에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R&D투자 등의 무형 

자산비율(RA/TA)은 기업성과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척으로 유의 

하지 않은 수준이다. 끝으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로그 매출액 (LS)은 기업성과 

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 

이 외형성장에 중점을 두고 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채비율과 기업성과간의 매우 강한 양의 관계에 로그 매출액의 효과가 

흡수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미 자본구조결정식에서 부채비율과 로그 매출액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았다. 

VI. 배당정책과 주가 

기업은 배당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금액과 기 

업의 미래 영업활동에 재투자할 내부유보 금액으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주주 부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주주들이 배당소득과 미래의 자본이득 중 어느 것 

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배당정책이 달라지게 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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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배당정책이 과연 주주 부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Miller and Modigliani (l 961) 의 배당무 

관련이론 이후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찬반논쟁을 벌여 오고 있다 배당의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입장은 주주들이 미래의 불확실한 자본이득보다는 현재의 확실 

한 소득인 배당을 선호한다는 전통적 견해를 비롯하여， 경영자가 기업의 미래 수 

익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배당정책을 사용한다는 신호가설 

(signaling hypothesis). 고배당정책을 사용하면 경영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보이익의 크기가 줄어들어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와 방만한 투자지출 등의 

대리인비용을 줄이게 된다는 대리인비용가설 (agency cost hypothesis)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배당의 부정적 효과를 지지하는 입장은 주로 배당소득세가 자본 

이득세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할수록 기업가치는 감소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같은 금액의 기업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받는 경우 더 높은 배당소 

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후 소득은 자본이득의 형태로 받는 경우보다 주주에 

게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배당정책은 주주 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재의 배당금과 

01 래 성장기회를 위한 사내유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그 동안 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해왔 

으며， 투자자들도 배당수입에 대한 관심이 자본이득에 비하여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배당정책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무관심은 그 동안 기업의 과 

잉투자를 초래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단기 매매차 

익 위주의 단기투자경향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관련 제도 

의 재정비와 인식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내 기업의 배당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당정책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배당성향 및 배당액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도록 한다. 

1 . 국내 기업 배당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낮은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은 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으로 특정지울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평균 배당수익률이 공금리(무위험수익률)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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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공금리의 10%-20% 수준에 불과한 형편 

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로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은 순이익 규모의 변동과 관련 없이 매우 낮은 수 

준에서 매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성향의 관행은 배당수익 자체가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배 

당수익 형태로 매년 일정한 수입을 원하는 장기투자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단기 매매차익만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행태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 2)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간의 불균형 

그러나 이러한 낮은 배당수익률 관행의 이면에는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에 비하 

여 소득세 차원에서 불리하다는 세제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배당소득은 정상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무과세이기 때문에 투자 

자들은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자본이 

득 선호경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낮은 배당수익률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 

용하며， 그 결과 기업은 더 많은 유보금액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주주 부에 반하 

는 과잉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 

의 불균형은 배당수익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차익 위주의 투자행태 

를 초래하게 되어 주가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소위 냄비증시 현상을 낳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저배당정책의 결과 과잉투자의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할 수 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선 

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경 

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배당소득세와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되 .6개월 이상 1년 이 

내. 1년 이상 1년 반 이내. 1년 반 이상 등과 같이 장기로 갈수록 자본이득세를 

차등적으로 경감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세제개선은 주식시 

장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장기 투자를 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주가변동 

폭의 적정성올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도 배당금을 중시하는 경영행 

태가 정착되어 투자수익이 충분치 않은 투자안은 포기하고 배당금으로 지급함으 

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이득세의 부과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일시적이고 곧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 충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행의 불균형적인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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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시안적인 편의주의에 불과하며， 보다 장기적인 발전 즉 주식시장의 안정화 

와 장기투자의 유도， 그리고 기업의 과영투자 해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3) 배당절차상의 문제점 

기업의 이익배당금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배당락일로 

부터 배당금 지급일까지 보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 

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훨씬 전인 사업년도말에 당기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 배당금 또는 예상배당금을 참고하여 배당락 주가가 형성되는 모 

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이 예상배당 

금과 다를 경우， 배당락된 주가를 사후적으로 수정하여 그 이후의 주가수익률이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배당락 주가의 왜곡현상은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발견기능을 해치고 있으며， 배당락 주가의 효율성 여부 등 

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배당락 주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당락을 전후하여 투기적 주식투자가 성행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겨냥한 불건전한 투자행태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배당락 주가의 공정한 형성과 배당지급액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배당결정권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사 

회의 위법배당에 대해서는 관련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배당결정권을 주 

주총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의 배당지급제도는 오히려 지배 대주주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으며. 배당락 주가의 불공정한 형성을 야기 

시키고 있다‘ 

2. 배당과 주당순이익의 관계 

앞 절에서는 국내 기업이 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의 특정을 보이고 

있으며‘ 세제상의 불리점으로 인해 고배당정책이 주주 부에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배당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외국과 배당제도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 

업의 배당정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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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배당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주당이익과 배당금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국내 기업의 배당행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4) 또한 V장에서 

와 같이 우량기업(Best25)과 불량기업 (Worst25)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성 

공적인 기업의 배당행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lintner( 1956)의 모협의 추정 

Lintner( 1956)는 배당정책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배당정책 

의 결정요인으로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영자들은 장기 목표배당성향올 가지고 있으며， 배당액의 절대수준보다 배당액 

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기대치 못한 이익의 변화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배당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배당성향(target payout ratio) 의 존재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t = TxEPSt 

즉 t기의 주당배당금 다는 t기의 주당순이익 EPSt의 일정 비율 T로 결정됨을 의 

미한다. 또한 배당액의 변화가 그 수준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위 식의 양변에서 

을 차감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t - Dt-l = T x EPSt - Dt-l 

끝으로 배당액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 식에 조정계수(speed 

of acU ustment or partial adjustment coefficient) a를 곱해줌으로써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 -Dt-l =a(TxEPκ -Dt_1) 

24)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는 당기순이익， 수익의 안정성. 자금조달능력. 미래 투자기 
회， 배당소득세 등이 있을 수 있으나. Lintned 1956) . Fama and Babiak ( 1968) . 
Marsh and Merton (l987) 둥은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올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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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기의 배당금 변화는 t기의 주당순이익과 전기의 배당액. 그리고 목표배 

당성향 T 및 조정계수 a로 결정된다는 것이 Lintner모형의 골자이다. Lintner 

(1956) 의 실증분석 결과， 위의 모형은 배당변화의 85%를 설명할 수 있으며， 조 

정계수의 추정치는 0.3. 목표배당성향의 추정치는 약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게 배당이 당기순이익과 전기의 배당에 의해 결정된다는 Lintner모형은 그 이 

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그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Fama and Babiak (l 968)과 Marsh and Merton (l 987)은 Lintner모형의 

설명변수를 다른 변수로 대체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뚜렷한 설명력의 향상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Lintner모형을 사용하여 목표 

배당성향과 조정계수를 추정해보고， 이들 계수가 Best257] 엽과 Worst257] 엽 

간에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Lintner모형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one-step approach와 two-step approach를 사용하여 회 귀 식 을 추정 하 

였다. 

One-step approach 

Df -D'-l = (a.T)EPS/ -a.Df_1 +e, 

여기서 EPSt의 계수가 두 계수의 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 계수 추정치인 

a로 나누어 줌으로써 T7l- 식 별 가능해진다. 

Two • step approach: 

D, = T x EPS, + er 

D, -D'_l =a(TxEPS, -D'_l)+e, 

위의 두 회귀식을 순차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첫번째 회귀식에서 추정된 

Tx EPS ， 가 두번째 회귀식의 설명변수 T x EPS , - D， _ 1 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표 10>에서는 이러한 Lintner모형을 각 표본기업에 대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횡단면적으로 요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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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배당정책과 주당순이익(Lintner모형) 

One-step approach Two-step approach 

목표배당률 조정계수 목표배당률 조정계수 

평균 0.077 0.684 0.009 0.737 

중앙값 OJß7 0.683 O.여7 0.757 

표준편차 0.256 0.365 0.080 0.305 

표본수 337 명O 340 영O 

산업별 평균 

음식료품 0.003 0.718 0.052 0.802 

섬유의복가죽 O.α38 O.앉33 O.여9 0.700 

석유화학 0.075 0.731 0.009 0.805 

금속기계장비 0.118 0.716 0.088 O.η4 

전기정밀기계 oα% 0.743 0.079 0.755 

전기가스수도 0.118 0.602 0.007 0.647 

건설업 0.008 O.때4 0.059 0.455 

도소매 -0.여O 0.623 0.009 0.667 

운수창고통신 0.136 0.775 0.002 0.808 

기타제조업 0.021 O.않8 O.여4 0.694 

Best25평균 0.073 0.700 oα30 0.837 

Best25중앙 0.003 0.689 O.여5 0.838 

Worst25평균 0.018 0.612 0.013 0.633 

Worst25중앙 O.α)4 0.571 0.009 0.570 

평균차이 t-값 (1.85) (0.73) (3.38) (1.99) 

중 앙값차Olp-val [0.011 [0.301 [0.001 [0.때 

다. 우선 목표배당성향은 one-step approach를 사용할 경우 평균 0.077에 불 

과하며. two-step approach에서도 0.069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Lintner가 추정한 목표배당성향인 0.5에 비하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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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으로서 국내 기업의 목표배당성향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흥 

미 롭게 도 Best257] 업 과 Worst257] 업 간의 목표배 당성 향은 유의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는데， 즉 Best257] 업은 목표배당성향의 평균이 0.06~0.073이고， 중앙값 

이 0.063~0.045로서 전체 표본에서 중간정도에 해당하나. Worst257] 업은 평 

균과 중앙값이 모두 전체 표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기업성과가 열등했던 기업일수록 목표배당성향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별로는 운수창고통신， 금속기계장비. 전기가스수도업종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목 

표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one-step approach에 의할 경우 0.12~0.13에 

이르는 목표배당성향을 보인 반면， 도소매， 기타제조업종의 기업들은 0.04~ 

0.02의 매우 낮은 목표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Two-step approach를 사용한 

경우에도 산업별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정 계 수의 추정 치 는 one-step 또는 two-step approach 모두에 서 

0.68~0. 74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Lintner의 추정치인 

0.3보다 두배 이상이 되는 수치로서‘ 국내 기업의 배당조정이 목표배당액과의 차 

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이익변화가 섬하기 때문에 장기 목표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위 

하여 배당조정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Best257] 

업의 조정계수는 Worst257]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two-step 

approach의 경우에만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 

수창고통신업종의 기업이 가장 높은 조정계수값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정밀기계， 

석유화학업종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2) 주당순이익 변화와 배당액 변화 

앞에서는 Lintner모형을 사용하여 국내 기 업들의 목표배당성향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의 회귀모형에 업종별 및 연도 

별 차이를 허용하는 확장된 모형을 통해 주당순이악의 변화가 배당액 변화에 얼 

마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표 1 1)에서는 표본기업에 대한 총 3.048개의 연말자료를 사용하여 당기 및 

전기의 주당순이익 변화별로， 그리고 배당액의 변화별 소표본 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당기 EPS가 증가한 경우， 배당증가의 빈도는 24.9%이고 배당증가액은 평 

균 177원으로서 배당감소 빈도인 1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기 

EPS의 증가가 배당증가로 이어지는 빈도가 더 높음을 얄 수 있다. 한편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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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가 감소한 경우， 배당감소의 빈도는 30.3%이고 배당감소액은 평균 184원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배당증가 빈도인 9.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 

기와 전기의 EPS가 모두 증가한 경우에는 배당증가의 빈도가 1 l. 5%이며， 이는 

당기 EPS는 증가했으나 전기 EPS는 감소한 경우의 배당증가 빈도 13 .4%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기 EPS의 변화는 배당증가 또는 감소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년 연속 EPS가 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배당과 주당순이익의 관계 

당기EPS 전기EPS 배당감소(%) 배당불변(%) 배당증가(%) 겨| 

증가 349 (11.5) 384 (12.6) 7601(24.9) 1,493 (49.0) 

< - 109원〉 <0원〉 <1η원〉 

?디} 」A- 924 (30.3) 337 ( 11. 1) 294 (9.6) 1,555 (51.0) 

< - 184원〉 <0원〉 <105원〉 

겨| 1.273 (41.8) 721 (잉.7) 1,054 (쩌.5) 3，여8 (100 이 

증가 증가 154 (5. 1) 135 (4.4) 351 (1 1.5) 여O (21.0) 

< - 115원〉 <0원〉 <169원〉 

증가 감소 195 (6.4) 249 (8.2) 409 (13.4) 853 (28.0) 

< - 104원〉 <0원〉 <184원〉 

감소 증가 465 (15.3) 1511 (5.0) 169 (5.5) 785 (25.8) 

< - 190원〉 <0원〉 <121 원〉 

가口4λ， 카 口 -λ」 459 (15. 1) 186 (6. 1) 125 (4.1) 770 (25.3) 

< - 179원〉 <0원〉 <83원〉 

겨| 1쩌(41.8) 721 1(23.7) 1 ，0혜 (34.5) 3.048 (100 이 

〈표 12)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소표본별 분석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업종 및 연 

도별 효과를 통제한 후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절편값은 유의한 음수인 

53.3원으로서 업종 및 연도효과를 통제한 후의 국내 기업 배당액은 표본기간 동 

안 평균적으로 감소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est25더미는 유의한 양수 

인 28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당액 감소가 Worst2571 업 에 비해 적 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94년 이후 97년까지 배당액이 계속하여 감소하여 왔으며， 업 

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운수창고통신 업종이 가장 높은 배당액 증가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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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배당과 이익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L1 Dividendt L1 Dividendt 

절편 -53.271 (-3.12) 절편 -52.353 (-3 애) 

Best25더미 28.여8 (1.96) 

Worst25더미 -4.132 (-0.22) 

L1 EPSt 0.001 (5.12) L1 EPSt 0.001 (3.87) 

Best25더미 O.α)9 (7.90) 

Worst25더미 O.αm (0.58) 

L1 EPSt- 1 O.α)() (0.99) L1 EPSt- t 0.000 (0.56) 

Best25더미 O.αm (0.2이 

Worst25더미 O.아)2 (1.35) 

업종더미 업종더미 

음식료울 19.392 (1.여) 음식료품 11.027 (0.58) 

섬유의복가죽 15.808 (0.89) 섬유의복가죽 16.523 (0.94) 

석유화학 15.289 (0.98) 석유화학 11뼈5 (0.74) 

금속기계장비 7.068 (0.45) 금속기계장비 4.579 (0.29) 

전기정밀기계 -3.896 (-0.23) 전기정밀기계 7.221 (-0.44) 

전기가스수도 29.625 (0.60) 전기가스수도 29.186 (0.6이 

건설업 7.551 (0.39) 건설업 6.769 (0.35) 
도소매 -4.559 (-0.25) 도소매 -5.836 (-0.32) 

1j연도 운더수미창고통신 25.761 (1.06) 운수장고통신 19.574 (0.81) 

1992 -0.326 (-0.02) 1992 1.750 (-0.11) 

1993 32.158 (2.07) 1993 32.701 (2.13) 

1994 63.801 (4.1 1) 1994 62.838 (4.09) 

1995 41.073 (2.64) 1995 42.033 (2.74) 

1996 27.226 (1 .75) 1996 28.241 (1.84) 

1997 -59.137 (-3.80) 1997 -58.666 (-3.82) 
1998 57.223 (3.68) 1998 53.051 (3.44) 

1999 115.509 (7.39) 1999 115.403 (7.44) 
A이. R' 0.055 Adj. Rι 0.078 
F-test(2개 변 수) 14.467 [0.00] F-test(2개 번 수) 8.561 [0.예 

F-test(2개 Best25더 미) 34.없 [0.00] 

F-test(2개 Worst25더 미 ) 0.917 [0.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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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한편 당기 EPS의 변화는 배당변화와 유의 

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EPS가 1원 증가하는 경우 배당액은 겨우 0.001 

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당액변화에 공헌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PS변화와 배당액 변화간의 양의 관계는 Best2571업에 

서 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 EPS의 변화는 당기 배당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VI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기업은 과거 수십 년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기 

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과잉 · 중복투자와 과 

잉부채이라는 재무정책상의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 

서 개방화， 세계화의 기치 하에 더욱 심화되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급 

기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부실화되고 도산하게 되 

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 

운 재무정책의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1990년 

~1999년)의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부실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영투 

자와 과잉부채라는 재무정책의 특성을 심충적으로 실증분석 하였으며. 우량기업 

과 불량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국내 기업의 부실화는 무엇보다도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와 외형성장을 추 

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과잉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성 악화는 결국 부채조 

달에의 의존도를 심화시켜 기업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자본시장의 효과적인 감시기능이 부재하여 과잉투자와 과잉부 

채의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정부의 정책금융과 모럴해저드의 팽배현상이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유형고정자산에의 투 

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비율과 주식의 

베타간의 양의 관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위험 

과 수익관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본구조결 

정， 투자결정， 기업성과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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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내부자금이 아닌 부채조달로 충 

당함으로써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쳐왔으며， 투자지출이 기업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회， 감사， 보상체계 등의 

내부통제제도와 M&A 및 자본시장의 감시와 같은 외부통제제도가 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형성장과 대마불 

사의 불식， 그리고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무 

정책에 있어서도 자본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자본구조의 지속적인 모색과 

bottom up방식의 이익계획을 통한 자본예산의 선진화， 그리고 위험관리방안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실중분석 결과에서도 낮은 배당성향과 낮은 배당 

수익률의 고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배당의 과잉투자 억제표 

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배 

당의 증가로 연결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해서 배당의 정보효과나 신호효과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업과 투차자 모두가 배당에 대해 무관심 

함으로써 주주 부에 반하는 과잉투자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경제 전체 

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의 순기능을 회복시키 

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의 차등세제를 개선함과 함께 배당결정권을 현행의 주주 

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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