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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주주  향  강 는 경 자에  감시 동 강 를 통해 

업가 에  작용 는 편, 주주 자신  과도  사 이익 

추구를 래   있  에 업가 에 부  향  미  가능 이 

있다. 자  경우에는 여타 자본 공자인 소액주주  채권자  이익에 

부합 는 상황인 면, 후자  경우에는 소액주주  채권자  이익  

침해 게 다. 주주가 존재 는 소 구조는 계 각지  업에  

견  에, 주주지분이 업 내 다른 자본 공자  이익에 어떤 

향  미 는지에  분  자본시장  잠재  자자들에게 용  

보를 공 다. 본 논  주주지분이 여타 자본 공자  이익에 미 는 

향에  이해를 높일  있는 새 운 증거를 시 는  가지 연구  

구 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업집단 내 계열사출자 규모에 미 는 업특  

향과 계열사출자 사결 에  주식시장   조사 다. 본 연구는 

독립 업 간에 실  생  거래 자료를 분  에 존 연구들에  

견 는 추 (measurement problems) 가능  소 다.  

계열사출자를 통  사업다각 (diversification)가 업가 에 미 는 향  

 , 역  인과 계(reverse causality)가 결과를 곡  가능  

소  해 사건연구(event study) 식  용 다. 조사 결과, 

계열사 간 출자거래는 이 풍부  업이 과가 좋지 않  출자 업  

재  지원  목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 편, 출자 업  장 

추구 동 를 지지 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출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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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 주주)는 소액주주  달리 출자 업  경 지 실질  

통 다는  고  , 계열사 출자거래  격이 지 주주  이익  

높이는 거래임  시사 다. 출자 업  주가가 계열사 출자 사결 에 

해  부 인  보인다는 결과 역시 이러  해  뒷 침 다. 

주식시장  특히 산업에 속  계열사에  출자  출자 업  

여  규모에 해 뚜 게 부  다. 즉, 계열사 출자가 

지 주주  리인  인해 행 는 효  자임  나타내는 

증거라고   있다. 이 , 출자 업  주주지분이 높  출자규모가 

감소 므  주주지분  상승  업자원  효  용  억 는 

작용  다.  

 번째 연구는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를 분 면  이 

, 주주-채권자 갈등  나타내는 업특 이 상  계에 향  

미 는지 조사 다. 조사 결과,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는 평균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 장 이 낮  업, (소액)주주권  보 가 약  업에 는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상  높이는 것  나타난다. 이러  결과는 주주  채권자 간 

갈등이 있  경우에는 주주가 채권자  이익 침해를 래 면  자신  

이익  고 는 사결  지지 는 향이 증가함  미 다.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향  미  것이라는 암 인 

가  에 각  상  결과들  보고 는 부분  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이 주주  채권자 갈등  

나타내는 업특  차이  인해 달라짐  시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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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Drivers and the Stock Market’s Assessment of 

the Internal Capital Market (ICM) in Business 

Group: Evidence from Equity Transactions 

 

 

1. Introduction 
 

 

Internal capital market (ICM)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diversified 

firms or business groups and is observed around the world regardless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Lamont, 1997; Khanna and Palepu, 2000). Studies focus 

on whether cash transfer through ICM enhances efficiency in using resources. 

On the side of a fund-providing party, ICM can be used to allocate resources to 

growing industries (Stein, 1997). However, empirical studies on diversified firms 

show the negative perception of ICM by the stock market, which is called 

diversification discount (Lang and Stultz, 1994; Berger and Ofek, 1995). The 

results suggest that a firm’s entry into unrelated industries through ICM results in 

the decrease of shareholders’ value. On the side of a fund-receiving party, ICM 

may be used to occur to finance projects with less costly funds. Khanna and 

Palepu (2000) dealing with ICM in Indian business groups show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a firm and the level of diversification of the 

group when the firm belongs to. The results imply that ICM is beneficial in the 

economies with less develop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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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ver et al. (2003) show that diversification discount is not universal and 

may be insignificant in lower income and segmented economie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tock market’s perception on ICM may vary depending on the 

financial,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addition, Cheng et al. (2006), 

dealing with ICM in Chinese business groups, show that the stock market’s 

assessment on the ICM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trans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iciency of ICM may vary across economies and 

transaction types. Using the sample of equity transactions in Korean business 

group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irm (segment) level characteristics affect 

equity investment in ICM. By examining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such 

investment, this paper also tests whether acquiring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raises the acquiring firm’s shareholder value or expropriates the minority 

shareholders’ wealth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enefit.  

Prior studies on diversified firms use information of a matching firm as a 

proxy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segment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data. Such 

approach leads to measurement problems (Maksimovic and Phillips, 2007). It is 

also difficult to identify ICM transactions between segments. As such, the 

correlation between a segment's capital expenditure and other segments' cash 

flows is often used to assume the occurrence of a transaction. Unlike such cases, 

the dataset used in this paper provides direct information of actual ICM 

transactions. Because proxy information or noisy assumptions are not required in 

this paper, the results can be more reliable than those from previous studies.  

Prior studi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hareholders’ valu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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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cation also suffer from endogeneity problems (Maksimovic and Phillips, 

2007). They compare the value of a diversified firm with that of a control group 

consisting of independent firms in matching industries. Such approach is subject 

to the issue of reverse causality that firms already having low value diversify 

their business into new areas because their current business does not prosper, 

instead of the opposite direction. Since all ICM transactions in the sample of this 

paper were immediately disclosed after the decision of a transaction, this paper 

can apply the event study method to find the market’s assessment on such 

decision of acquiring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t mitigates the issue of reverse 

causality between the shareholder value and the diversification. 

The data set used in this paper provides advantages in inferring the growth 

motive and the financing motive in ICM transactions. First, it consists of the 

transactions of newly issued equities. Asset sales (loan contracts) impose the 

seller (borrower) an obligation to convey the title of assets (to repay the principal 

of the loan) to the buyer (lender). A motive for efficient allocation of cash is not 

likely to be shown in such transactions. In contrast, equity transactions are likely 

to reveal the fund-providing party's pursuit for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because they are close to the investment in growth option of the equity issuing 

firm. Transactions of new issues are also proper to reveal the fund-receiving 

party’ needs for liquidity. Such transaction affects the cash position of the equity 

issuing firm as well as that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while transactions 

through the secondary market do not cause cash inflows to the equity issuing 

firm. Second, the dataset includes the information of both equity acquir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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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quity issuing firms. So, this paper can directly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growth motive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financial needs of the issuing firm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portion of cash in an acquiring firm’s 

total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transaction amount. However, growth 

characteristics of both the equity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do not affect 

the magnitude of a trans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with sound cash 

are the major providers of funds but the motive of such transactions is not for 

growth opportunities. The leverage (profitability) of issuing firm is positive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transaction magnitude, suggesting that equity 

transactions in ICM are to secure a reliable source of financing for poorly 

performing issuing firms. Another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acquiring firms 

with small ownership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end to be involved with 

large transactions. It suggests that other shareholders’ cash is sought for as the 

source of funds in ICM more tha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sh is. Since 

minority shareholders of acquiring firms are assumed to have little ownership or 

control power in issuing firms, the results imply that investment through ICM 

expropriates the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of cash-rich firms to support a 

member firm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inally, this 

paper shows that the stock market's response reveals the diversification discount.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leads to negative abnormal returns while 

diversification into unrelated industries leads to positive abnormal returns. The 

result suggests that acquiring equities of member firms in unrelated industri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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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by outside investors as the resul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for their benefit, not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stock price of acquiring firm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financial slack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The rest of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ICM and develops the hypotheses on the effect of the 

firm characteristics on the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Section 3 

develops the hypotheses on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a firm’s decision of 

such transactions. Section 4 explains the features of equity investment 

transactions among Korean business groups, the data set, and the methodology. 

Section 5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Section 6 provides the summary of 

findings. 

 

 

2. Possible Motives for Investment in ICM 

 

2.1 Pursuit for growth 

 

Studies arguing the positive side of ICM suggest that ICM can facilitate 

efficient use of resources on a certain condition. Stein (1997) argues that if there 

is a powerful central authority, a diversified firm can enhance its value by 

transferring cash generated from a poorly performing segment to oth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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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hows higher returns on investment. Becaus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a business group can play the role of such central authority, ICM in business 

groups satisfies the condition for contributing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f the pursuit for growth drives equity investment in ICM, large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involved with the acquiring firm in a mature industry and the issuing 

firm in a growing industry. This paper tests whether the transaction magnitude of 

equity investment in ICM is negatively (positively) related to the growth 

opportunities of the acquiring (issuing) firm.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the 

diversification feature of a transaction affects the transaction magnitude. If 

equity investment in ICM is carried out for new growth opportunities, a firm is 

likely to acquire the equities of a firm operating in the different industry, so the 

transaction magnitude will be larger in the case of diversified investment. 

 

2.2 Result of financial slack 

 

Although as an agent they are supposed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investors, corporate insiders can have an incentive to spend a firm’s resources to 

maximize their own benefit (Jensen, 1986). Transactions in ICM may occur as 

the result of such agency problems between the corporate insiders and the 

investors. For example, managers who want to widen their scope of management 

might acquire equities of member firms regardless the NPV of the investment. 

According to Jensen and Meckling (1976), a large amount of cash reserve in a 

firm tends to motivate insiders to spend resources for their own private benefit. 

Since a firm needs to keep a proper level of cash to remain competitive eith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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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r in finance, the level of cash holdings in a firm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firm’s profit, growth opportunity, and leverage. Controlling for 

such firm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slack of the 

acquiring firm on the transaction magnitude. 

 

2.3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wealth 

 

Shleifer and Vishny (1986) argue that large shareholders’ strong incentive 

to monitor managers reduces agency problems induced by managers, suggesting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large ownership and firm value. Aligning the 

interest of the managers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ith that of general 

sharehold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Empirical studies show that increase of management ownership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firm value (La Porta et al., 2002). The result 

suggests that large ownership of decision makers encourages them to pursue the 

same goal as that of the resource providers such as shareholder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ffects the transaction 

magnitude. If the investment magnitud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t is likely that the purpose of such investment diverges 

from the goal of general shareholders. Thus,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equity 

investment in ICM tends to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wealth rather 

than to enhance the value of the acquiring firm.  

 



 

8 

 

2.4 Support for affiliated firms 

 

From the standpoint of the equity issuing firm, raising funds through ICM 

can be an attractive option when a firm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Firm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might not be able to issue equities in outside capital market.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poor institutional environments, firms suffering 

from insufficient cash flows can look for ICM to reduce financing costs (Khanna 

and Palepu, 2000). Billett and Mauer (2003) dealing with ICM in US 

conglomerates show that supporting small and financially constrained segments 

increases the value of a diversified firm even when the fund-receiving segments 

have poor performance or prospect. However, previous studies of a business 

group do not directly control the effect of growth opportunities of the fund 

receiving party. Thu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motive for participating in ICM 

in the side of fund receiving party is its poor performance or its high growth. 

Controlling the effect of the equity issuing firm’s growth,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erformances of the fund-receiving party affect the transaction 

magnitude. 

 

 

3. Stock Market’s Response to Investment in ICM 

 

3.1 Stock market’s averag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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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paper evaluates the stock market’s average response to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regardless the diversification feature of a 

transaction. If efficiency enhancing motive such as the growth of the acquiring 

firm is the main driver of such investment, the stock market will respond 

positively on average to the announcement of such decision. On the other hand, a 

firm’s decision on ICM of business groups may be the result of maximiz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raises agency problems between the controlling party of a firm and the firm’s 

general resource providers. Bae et al. (2002) argu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 in emerging markets. Negative average 

response by the stock market suggests that agency problems drive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on average, so as to enhance on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enefit at the expenses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Second, this paper also tests whether diversification discount exists in the 

stock market’s immediate response as it does in the firm value. Empirical studies 

show the price discount for diversified firms (Lang and Stultz, 1994; Berger and 

Ofek, 1995). Classens et al. (2000) argue that diversification through ICM 

provides a kind of insurance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ile reduc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benefit. Negative response will suggest that diversified 

investment through ICM is the result of agency problems between the controlling 

party and the resource provides of the firm.  

 

3.2 Effect of the 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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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ffect the stock market’s respond. Growth oriented investment is 

likely to be valued more for a mature firm than for a growing firm, and acquiring 

equities of a growing firm will be valued more than that of a steady firm will. 

Thus, the stock market is expected to respond negatively to the growth of the 

acquiring firm and positively to the diversified investment.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slack on the investment 

in ICM. Corporate insiders can have an incentive to spend a firm’s resources to 

maximize their own benefit, although as an agent they are supposed to work for 

the resource providers of a firm (Jensen, 1986). For examp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ants to build a corporate empire might acquire equities of 

member firms regardless the NPV of the investment. According to Jensen and 

Meckling (1976), a large amount of cash reserve in a firm tends to motivate 

insiders to spend resources for their own private benefit. Agency problems by the 

controlling party tend to increases as a firm’s financial slack increases. Thus, the 

stock market is expected to respond negatively to the acquiring firm’s financial 

slack.  

Thir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equity issuing firm’s performance 

on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such investment in the equity acquiring firm. 

Although supporting member firms using ICM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t a group level, the benefit from reduced financial costs may 

not be evenly distributed between the fund providing firm and the fund rece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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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The equity issuing firm gains benefit by financing in favorable terms but 

such transaction can imply inefficient investment to the equity acquiring firm. 

Whil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quity 

issuing firm,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acquiring firm do not typically have 

much interest in the equity issuing firm. Thus, supporting affiliated firms of poor 

performances may reduce the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acquiring 

firm. The stock market is expected to negatively respond to the performances of 

the equity issuing firm.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a business group derives large private benefit 

by controlling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expropriation of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Johnson et al., 2000). Baek et al. (2006) argue that the stock 

market responds negatively when the equity transaction in ICM gives net gain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of the controlling parties relieves such 

agency problems, since an important part of their wealth depends on the firm 

value. Empirical studies show the insiders’ owner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firm value (La Porta et al., 2002). High ownership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may signal the high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has been made in 

favor of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such view, the stock market is 

expected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4. Equity Investment in IC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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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 of this paper consists of equity transactions of publicly traded 

firms in Korea for several reasons. First, business groups are prevalent among 

Korean firms (Joh, 2003). Among 2,504 publicly traded, non-financial firm years 

during 2001 and 2005, only 36 firm years did not belong to business groups. 

Using Korean sample, we can achieve a large number of observations required to 

provide reliable evidence. Second, equity investment between affiliated firms 

occurs frequently. Among non-financial firms publicly traded on the Stock 

Market Segment of the Korea Exchange,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ol 

acquired newly issued equities of domestic affiliated firms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2001-2005. Panel A of Table 1 shows that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continuously occur during the sample period and the number of 

firms involved in such transactions is stable around 60 to 70 per year.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s not a trivial decision for the acquiring firms. 

During the sample period, the median of firms' spending in acquiring the 

affiliates' equities ranged from 9 to 14 percent of their cash assets each year. The 

amount of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on firms' balance sheet averaged 14.1 

percent of the firms' total equities and 7.7 percent of the market value of those 

firms. Third, we can investigate market reaction to the announcement of ICM 

transactions, since publicly traded firms were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within one day after engaging in transactions with affiliated firms during the 

sample period.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include relevant dates, the counter 

party's name, the transaction amount, whether the transaction occurred in the 

primary market or the secondary market,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the 

attendance of outside directors, and so on. Thus, relevant information was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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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tock market no later than one day after the transaction. 

 

 

5. Data and Methodology 

 

5.1 Data  

 

The observations in the sample of this paper are the transactions by publicly 

traded firms on the Korea Exchange (KRX) between 2001 and 2005, excluding 

only the firms in financial industries. Information on equity investment in related 

parties is hand-collected from the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 manag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uring the sample 

period, publicly traded firms were required to disclose any related-party 

transactions within one day after the transaction. Related parties includ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firms or organizations 

und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fluence, and the employees of those firms. 

Corporate-specific information on the engaging parties of the transactions is 

collected from several sources. Accounting information is from the database of 

the Korea Investors' Service (KIS), while ownership information on publicly 

traded firms is from the database of the Korea Publicly traded Companies 

Association, and the ownership data of non-publicly traded firms are the KIS. 

Daily return data of acquiring firms are collected from the database of the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KSRI). All accounting and ownership data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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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from financial statements one year before the event. The definitions of 

firm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summarized in Appendix. 

Panel B of Table 1 shows the number of the samples used for regressions. 

After the observations lacking of information on accounting or ownership are 

excluded, 241 transaction pairs of an acquiring firm and an issuing firm remain. 

This sample is used for the regression of the transaction magnitude. In more than 

90 percent of the transactions in the sample, the equity issuing firm is a privately 

held firm. Since privately held firms typically have limited ability to finance in 

the capital market, they may have strong dependence on ICM. Thus, the sample 

is more stable to test the liquidity motive in ICM transactions than is the sample 

of transactions between only publicly traded firms. Among the 241 pairs, pairs 

with the acquiring firm experiencing special events are excluded to avoid the 

influence of irrelevant events on the stock price. Special events exclude M&A, 

stock repurchases, and announcements of major earnings changes during the 

period between 14 days before and after the event day. 226 pairs remain and are 

used for the regression of the stock market’s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of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5.2 Methodology 

 

First,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s are use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affect the magnitude 

of a transaction, using information on both the acquiring firm and the equity-

issuing firm in each transac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ural loga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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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ransaction amount scaled by the total assets of the acquiring firm and 

scaled by the total assets of the issuing firm. The result is also shown using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transaction's dollar amoun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basic regression model is as follows in equation (1), where suffixes a and i 

denote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in each pair, respectively.  

 

Log(transaction amount/total assets of acquiring firmit-1) =  

α + β1·Diversification + β2·Regulation_ait-1 +  

β3 · Firm_Size_ait-1  + β4·Leverage_ ait-1 + β5·Profit_ait-1 + 

β6·Cash_Holdings_ait-1 + β7·CS_Ownership_ait-1 + 

β8·Growth_ait-1 + β9·Firm_Size_iit-1 + β10·Leverage_ iit-1 + 

β11·Profit_iit-1+ β12·Growth _iit-1  + eit-1  ……………………………………… (1) 

 

Diversification is a dummy variable equal to one if the two digits of the 

Standard Industry Code are not the same and zero otherwise. Three measures of 

growth are used for acquiring firms; MTB, Capex and Sales_gr. MTB represents 

the market-to-book ratio, which is the sum of total market capitalization and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While the market-to-book ratio is commonly 

used as a growth measure, it is available only for acquiring firms, since most of 

the issuing firms in the dataset are not publicly traded. Capex, which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cash outflow used to purchase or maintain fixed 

assets divided by of total assets and Sales_gr is the average sales growth for the 

two years prior to the year when the event date belongs to. Cash_Holdings 

represents financial slack measured as the natural logarithm of cash assets sc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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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al assets minus cash assets, and cash assets are measured as the sum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and short-term 

investments. CS_Ownership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common stocks 

ow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is or her family, and relatives, and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ir influence, divided by the number of 

outstanding common stocks.  

The regression models include several variables to control the effect of other 

firm characteristics on the dependent variable. Equity investment in ICM has 

been regul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a long time. To discourage firms 

from investing in affiliated firms, the Korean government imposed a ceiling on 

equity investment in ICM. Regulation is a dummy variable that equals one if a 

firm belongs to business groups subject to the regulation in the year when the 

event occurred (event year) and zero otherwise. Firm_Size is measured as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in millions, Leverage is the total liabilities 

scaled by total assets, and Profit is the operating income scaled by total assets. 

Variables that are shown as a ratio of the acquiring firm are winsorized at 1 

percent and 99 percent of the dataset of publicly traded non-financial firm years 

during the sample period. All models include year dummy variables to control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factors and industry dummy variables are also 

included in most models to show the result when the industry effect is controlled. 

Second, we use the traditional event study method to investigate how the 

stock market assesses a firm’s decision of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is calculated from the stock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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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such announcement. Due to the one-day grace period for disclosure 

requirements, firms may not disclose the transactions on the same day that the 

transaction takes place. The decision date is not shown on the document of 

disclosure for some observations in the sample and the information is sometimes 

disclosed after the transaction date. To reduce the effect of information leak 

which may occur in such cases, we choose the earliest date among disclosure 

date, decision date, and transaction date as the event day. The market model is 

used to derive the benchmark return and use the Korea Stock Price Index 

(KOSPI) as the proxy for the market return. Specifically, the period from 240 

days to 11 days before the event date is used to estimat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model. Abnormal return (AR) for each stock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estimated return from the realized return. The daily abnormal 

return of each stock is then summed for the window of (-5, +14) days and are 

then averaged across all stocks to calculate the Cumulative Abnormal Average 

Returns (CAARs). The CAARs are also reported for both the group consisting of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and the group consisting of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Finally,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s are run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affect the CAR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The dependent variable is CAR for the window of (-1, 

+7) and the regressions are based on the model in (2). 

 

CARs(-1, +7) = α + β1 ·Diversification + β2·Amount_MVit-1+ 

β3·Stock_Volatility_ait-1 + β4·Firm_Size_a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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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5·Leverage_ ait-1 + β6·Profit_ait-1 + β7·Cash_Holdings_ait-1 + 

β8·CS_Ownership_ait-1 + β9·Growth_ait-1 + β10·Firm_Size_iit-1+ 

β11·Leverage_ iit-1 + β12·Profit_iit-1+ β13·Growth _iit-1  

+ eit-1 ……………………………………………………………………………………………………………………… (2) 

 

 

Amount_MV and Stock_Volatility are added to control the effect of the size 

of investment and the volatility of the acquiring firm’s stock, respectively. 

Amount_MV is calculated as the dollar amount of investment scaled by the 

market value of the acquiring firm. Stock_Volatility is calculat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daily stock returns before the event date. Definitions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same in equation (1). All models include year 

dummy variables to control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factors.  

 

 

6. Empirical Results 

 

6.1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 of Table 2 repor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pairs of an acquiring 

firm and an issuing firm in the sample of the equity transactions between 

publicly traded firms and their affiliated firms. Because during this period all 

publicly traded firms in Korea were required to disclose their transac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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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d firms immediately, the sample of this paper includes all transactions of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with available data. All of the observations 

are private equity placements, although we did not deliberately pick only private 

equity placements. This feature of the sample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more than 90 percent of the issuing firms in the sample are privately held firms. 

Panel A shows that the acquiring firms have larger assets, lower liabilities, 

higher profitability, lower capital expenditure, and higher age than are the 

issuing firms. Compared to acquiring firms, issuing firms are small, young, 

poorly performing but have strong needs for financing due to large investment 

and high leverage.  

Panel B and Panel C of Table 2 show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two sub-

groups of the transaction sample. Those sub-groups are formed based on the 

industry relatedness between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in each 

transaction. 73 pairs on the sample are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153 pairs out of 226 are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firms 

in unrelated industries. Thus about 2/3 of the total sample is categorized into 

diversification.  

Panel B of Table 2 compar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cquiring firms 

in each group. Panel C of Table 2 compar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issuing firms in each group. Both panels show that most of the firm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firms and the issuing firms do not show a 

significance difference by industry relatedness of a transaction, respectively. 

Only the average ratio of capital expenditure over total assets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ssuing firm operating in related industries than in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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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 unrelated industries. Thus, issuing firm’s financing needs due to the 

capital expenditure may be a reason for equity transaction between member 

firms in a business group.  

 

6.2 Motives for acquiring equities in ICM 

 

Table 3 show how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and the issuing 

firm affect the amount of equity transactions in ICM. In Panel A and Panel B, the 

dependent variables are calculated as the natural logarithm of transaction amount 

scaled by total assets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respectively. The 

results from both panels are similar except for the coefficient of the variable used 

to scale the transaction amount. Panel C shows the result from the regression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dollar amount of investment. All panels 

show similar results except for the coefficient of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ize of a firm, which are used to scale the dependent variables. 

If the acquiring firm’s primary objective is to invest in the growing business, 

large transactions would be found mostly in those between firms in unrelated 

industries. On the contrary, Diversifica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in all models where the variable is included, suggesting that the 

transaction magnitude is larger between the firms in related businesses than 

unrelated businesses. The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e 

pursuit for growth by the acquiring firm.  

In model (1) of each panel, Growth_a represented by Capex_a show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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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so a firm seems to be involved with a large 

equity transaction when its growth opportunities are limited. However, in model 

(2) including industry dummy variables, the coefficient of Growth_a loses its 

significance. It means that large transactions are often funded by the firms 

operating in the industry where the level of capital expenditure is relatively low, 

but it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acquiring 

firm’s growth and the amount of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Other 

measure of growth such as MTB_a or Sales_gr_a does not show a significant 

coefficient, regardless the inclusion of industry dummies in a regression model. 

The model including Sales_gr_a shows similar results as that using Capex_a, 

although the result is not shown. The results suggest that transaction magnitude 

is not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growth represented by Sales_gr_a or 

the possibility of growth opportunities in the future represented by MTB_a. 

Growth_i represented by either Capex_i or Sales_gr_i does not have a 

significant coefficient. The model including Sales_gr_i shows similar results as 

that using Capex_i, although the result is not shown. The result suggests that 

growth opportunities of an issuing firm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ze of equity 

transactions,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growth argument on the side of an 

issuing firm. Overall results from the test using growth of firms involved in 

equity transactions in ICM do not support the argument that ICM contributes to 

the reallocation of resources from a slow-growing segment to a fast-growing one.  

Cash_Holdings_a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 in all models, 

suggesting that the amount of the acquiring firms' financial slack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size of the transaction. This result indicates that an acquiring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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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uy more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not because it searches for new growth 

opportunities but because it is the cash cow of the business group.  

CS_Ownership_a shows a nega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 in all models, 

indicating that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iz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irect ownership in the acquiring firm. In other 

words, firms with small ownership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pend more cash 

than do other firms where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large ownership. The 

result suggests that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may not go along with 

the goa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so firms become more reluctant to 

carry out such investment as the ownership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creases. 

Therefore, the magnitude of equities acquired in ICM tends to.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tunneling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expropriate the wealth of minority shareholders. 

Leverage_i (Profit_i) has a positive (negative) coefficient in the models and 

Leverage_i is significant in model (1) and Profit_i is significant in the rest of the 

models. The results suggest that issuing firms suffering from poor performance 

or heavy burden of debt tend to undertake large transactions. Panel A of Table 2 

shows that the issuing firms in the sample are in inferior position to the acquiring 

firms in several aspects of information asymmetry. Issuing firms are smaller and 

younger than acquiring firms are not to mention that most issuing firms are 

privately hel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ICM reduces 

financing costs by supporting member firms suffer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However, benefit from reduced financing costs belongs onl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not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equity acqu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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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since the minority shareholders do not have much interest in the equity 

issuing firm. 

The results of Table 3 lead us to infer that the purpose of equity investment 

in ICM is no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ut to support 

member firms suffering from poor performances and information asymmetry.  

 

6.3 Stock market’s response to acquiring equities in ICM  

 

The stock market's reaction to equity investment is calculated using the 

event study method. Figure 1 shows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CAARs) for the window of (-5, +14).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CAARs of 

the sub-group where the firms are in related industries, while the dotted line 

represents CAARs of the sub-group where the firms are in unrelated industries. 

A longer window which starts several days ahead the event day reveals whether 

information leaking exists before the day when the investment decision is 

publicly known for the first time. Figure 1 shows that information leaking seems 

minimal and the stock price starts to respond around the announcement date for 

both sub-groups. The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graphs is shown after the 

announcement date. The solid line goes up, while the dotted line goes down. 

Both graphs are stabilized about seven trading days after the announcement at 

around 1.5%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and -2.7% %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Panel A (B) of Table 4 reports CAARs on nine (twenty) trading days, 

beginning on one day before the event day. Result (1), (2), and (3)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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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Rs for the entire sample,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n 

unrelated industries, respectively.  

Panel A shows that during the given window the CAARs are significantly 

negative on most of the days after the event day, for both the entire sample and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CAARs are positive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but the t-values imply that the 

difference from zero is significant on none of the days during the given window. 

Panel B also shows the similar result to that from Panel A. It demonstrates the 

positive response of the stock market to the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more 

clearly than Panel A does. During the given window, CAAR in (2) is positive in 

all days and the difference of CAAR from zero is significant starting on day 5 

and CAAR in (3) is negative in all days except for day -1 and the difference of 

CAAR from zero is significant since day 2.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able 4, the negative response from the stock 

market mainly comes from the observations in the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acquiring equities in ICM reduces 

shareholders' value a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vestment is distinct 

when it is involved with diversification. Therefore, the results contradict the 

hypothesis that equity investment in ICM is motiva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 firm’s resource allocation. Considering that the event study of actual 

transactions reduces several endongeneity issues and measurement problems, the 

results provide reliable evidence that diversification through ICM is a value 

destroying activity to the shareholders of the fund providing firm or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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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hows the results of reg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on the stock price of the acquiring firm. The CAR for 

the window of (-1, +7)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since CAAR starts to 

change around the event day and tends to stabilize around seven days after the 

event day.  

Model (1) and (2) show that Diversifica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in the multivariate setting where the firm characteristics are 

controlle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bserved in Figure 1 and the 

univariate analysis of Table 4. The result supports the argument that 

diversification through ICM is value-destroying to the fund providing firm 

(segment).  

In all models, Cash_Holdings_a has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showing that the stock market responds negatively to the investment by a firm 

with large financial slack.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tock market considers 

investment in the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as an aspect of agency problems 

arising from the free cash flows. 

Model (3) and (4) include variables representing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and the equity issuing firm instead of the 

diversification feature of a transaction. Growth of the acquiring firm does not 

have a significant coefficient regardless the choice of variables, although mature 

firms’ investment in ICM should be valued because it enhances efficiency of 

allocating resources. The result does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ICM used 

for mature firms to enter into growing sectors.  

CS_Ownership_a or CS_Ownership_D_a has a positive coefficient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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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s of the coefficients are only marginal. Among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growth of the issuing firm, Capex_i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 while Sales_gr_i does not have a significant coefficient. Neither 

Leverage_i nor Profit_i has a significant coefficient.  

Table 5 shows that the stock market responds mainly to the diversification 

feature of the transaction, the financial slack of the acquiring firm, and the 

capital expenditure of the issuing firm. The results imply that diversification 

through ICM is inefficient investment to the acquiring firm.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investment by a firm with idle cash reduces the firm value, while 

the investment in the equities of a firm in need of capital expenditure is 

considered relatively positive to the value of the acquiring firm. Investment in a 

firm with poor performances or information asymmetry is not considered 

efficient for the acquiring firm.  

 

 

7. Conclusions 

 

This paper provides evidence for the argument that ICM occurs as the result 

of agency problems. A firm with idle cash tends to be involved in large 

transactions and the stock market negatively responds to the financial slack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The results support the free cash flow hypothesis that 

the controlling party in a firm with idle cash is likely to use resources for his (her) 

own private benefit, which reduces the firm value.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on the transaction magnitude also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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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s not likely to b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shareholders’ interest. On the equity issuing firms’ side, poor 

performances of issuing firms increase the transaction magnitude. Findings of 

this paper lead us to infer that equity investment in ICM transfers resources from 

a cash rich firm to affiliated firms suffering from poor performance. Such 

transactions may b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t the group level, but 

beneficial onl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business group at the 

expenses of the wealth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acquiring firm. The 

stock market’s negative assessment reflects such views on the decision 

investment in the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diversification discount exists even when the measurement problems and the 

reverse causality issues are controlled. Finally, this paper fails to find evidence 

that acquiring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s driven by the purpose of searching 

for new growth opportunities. The growth of neither an acquiring firm nor an 

issuing firm affects the magnitude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The 

magnitude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s larger when the issuing firm 

operates in the related industries than in the unrelated industries. The stock 

market responds negatively to the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ICM is the result of pursuing new growth 

opportunities by matur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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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ARs (-5, +14): Equity Investment in ICM 
 
This figure presents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CAARs) for the window of (-5, +14) of 226 
acquiring firms whose corresponding equity-issuing firm information is known, after excluding special events 
such as M&A, major news around the ev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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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Information 

 

Panel A. Sample Distribution by Year 
This table presents the number of transactions of equity investment in domestic affiliated firms by non-financial firms 
publicly traded on the Stock Market Segment of the Korea Exchange (KRX) and the number of firms that engaged in 
acquiring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Only the transactions of acquiring newly issued common stocks are included. Open 
market share repurchases, and CB or BW exercises are excluded. 

 

Year Number of transactions Number of acquiring firms 

2001 116 64 

2002 86 64 

2003 112 73 

2004 87 61 

2005 94 66 

Sum 495 328 

 

 

 

Panel B. Sample Selection 
This table presents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numbers of observations in the samples that are used in the analyses. 

Acquiring firms are the firms that acquired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n a given year. Transaction pairs consist of an 

acquiring firm, which acquired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n a given year, and the corresponding equity-issuing firm. 

 

Number of Acquiring Firms or  
Pairs of an Acquiring firm and an Issuing Firm 

Acquiring firms Transaction Pairs  

Firms in sample 328  

Pairs in sample  241 

Pairs with the acquiring firm that announced M&A, 

introduction of stock repurchase, or major changes in 

performance (sales, operating income, or net income) 

during the period between 14 days before and after the 

event date or firms with missing return data 

 15 

Stock Return data in sample  226 

Pairs with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73 

Pairs with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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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his table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in the data set. Panel 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quity acquiring firms and equity issuing firms in all 
transactions of the sample. Panel B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quity acquiring firms in the transactions with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unrelated industries, respectively. Panel C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quity issuing firms in the transactions with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unrelated industries, respectively. See Appendix for the definitions of firm 
characteristic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Panel A: Acquiring firms and Issuing firms in all transactions in the sample 

 
Acquiring  Firms 

 
Issuing Firms Difference 

Firm Characteristics or 

Variables 
N MEAN MEDIAN S.D. 1stQ 3thQ N MEAN MEDIAN S.D. 1stQ 3thQ t-value p-value 

Total Assets (in billions) 241 2507 556 5070 176 2107 241 138 29 324 13 127 7.24 *** 

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241 0.51 0.54 0.18 0.38 0.63 241 0.77 0.73 0.40 0.60 0.90 -9.17 *** 

Operating Income/Total 

Assets 
241 0.06 0.06 0.06 0.03 0.09 241 0.00 0.01 0.14 -0.03 0.07 6.84 *** 

Net Income/Total Assets 241 0.03 0.03 0.08 0.01 0.06 241 -0.05 -0.01 0.18 -0.08 0.03 6.85 *** 

Capex 241 0.04 0.03 0.04 0.01 0.05 241 0.12 0.05 0.19 0.02 0.12 -6.66 *** 

Sales_gr 236 0.10 0.07 0.20 0.00 0.16 177 0.43 0.14 1.15 0.00 0.36 -0.34 *** 

Age 241 35.41 35.00 13.54 27.00 45.00 241 11.90 8.00 10.65 3.00 18.00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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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Acquiring firms in the transactions with a firm in Related industries and in Unrelated industries 

 Related industries Unrelated industries Difference 

Firm Characteristics or  

Variables 
N MEAN MEDIAN S.D. 1stQ 3thQ N MEAN MEDIAN S.D. 1stQ 3thQ t-value p-value 

Transaction amount  
(in millions) 

75 9972 3000 14160 1200 14980 166 8837 2905 21237 1000 7874 0.49 
 

Transaction amount/Total Market 

Capitalization 
75 0.08 0.04 0.12 0.01 0.12 166 0.07 0.03 0.16 0.01 0.07 0.59 

 

CS_Ownership 75 0.15 0.10 0.17 0.00 0.26 166 0.18 0.17 0.16 0.03 0.28 -1.25 
 

Total Assets (in billions) 75 2956 326 5544 141 2243 166 2304 561 4845 199 2107 0.88 
 

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75 0.52 0.55 0.16 0.43 0.63 166 0.51 0.54 0.18 0.38 0.63 0.33 
 

Net Income/Total Assets 75 0.03 0.03 0.06 0.01 0.07 166 0.04 0.03 0.08 0.01 0.06 -0.47 
 

(Total Market Capitalization + 

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75 0.79 0.75 0.27 0.63 0.91 166 0.84 0.77 0.38 0.66 0.93 -1.11 

 

Capex 75 0.04 0.03 0.04 0.01 0.06 166 0.04 0.03 0.04 0.01 0.05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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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 Issuing firms in the transactions with a firm in Related industries and in Unrelated industries 

Sales_gr 72 0.11 0.10 0.23 -0.01 0.16 164 0.09 0.06 0.18 0.00 0.15 0.62 
 

Age 75 33.77 33.00 15.54 23.00 45.00 166 36.14 36.50 12.52 29.00 46.00 -1.16 
 

 Related industries Unrelated industries Difference 

Firm Characteristics or 

Variables 
N MEAN MEDIAN S.D. 1stQ 3thQ N MEAN MEDIAN S.D. 1stQ 3thQ t-value p-value 

Total Assets (in billions) 75 174 37 416 16 218 166 122 29 273 13 122 0.98 
 

Total Liabilities/Total Assets 75 0.73 0.73 0.34 0.60 0.87 166 0.79 0.75 0.43 0.60 0.91 -1.24 
 

Net Income/Total Assets 75 0.01 0.02 0.10 -0.03 0.07 166 -0.01 0.01 0.15 -0.04 0.07 1.40 
 

Capex 75 0.16 0.05 0.23 0.02 0.14 166 0.10 0.05 0.16 0.01 0.11 1.76 * 

Sales_gr 57 0.51 0.16 1.03 0.04 0.43 120 0.40 0.12 1.21 -0.03 0.34 0.60 
 

Age 75 11.72 9.00 10.30 3.00 19.00 166 11.99 8.00 10.83 3.00 18.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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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that Affect the Magnitude of Equity Investment in ICM 
 
This table presents the results from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s for the sample consisting of the transaction pairs of an equity acquiring firm and an equity issuing 
firm.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dollar amount of the transaction scaled by total assets of the acquiring firm,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dollar amount of 
the transaction scaled by total assets of the issuing firm, and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dollar amount itself, respectively. All models include a constant term. See Appendix for the 
definitions of variables. Suffix 'a' denotes acquiring firms and suffix 'i' denotes issuing firms. Heteroscedascticity robust t-valu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below the coefficient 
estimat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Panel A. Dependent variable=log(transaction amount/total assets of the acquiring firm) 

 
(1) (2) (3) (4) (5) (6) 

Measure of growth (acquiring firm) Capex_a Capex_a MTB_a - - Capex_a 

Measure of growth (issuing firm) Capex_i Capex_i Capex_i - - Capex_i 

Diversification  
   

-0.374* -0.373* -0.373* 

    
(-1.81) (-1.87) (-1.83) 

Regulation_a -0.466 -0.279 -0.261 -0.315 -0.320 -0.338 

 
(-1.24) (-0.78) (-0.74) (-0.87) (-0.92) (-0.94) 

Firm_Size_a -0.563*** -0.534*** -0.532*** -0.433*** -0.515*** -0.519*** 

 
(-7.67) (-7.02) (-7.01) (-5.76) (-6.59) (-6.79) 

Leverage_a 0.036 0.234 0.037 0.481 0.237 0.280 

 
(0.06) (0.30) (0.04) (0.62) (0.31) (0.37) 

Profit_a  -0.830 -1.710 -2.757 -2.221 -1.827 -1.460 

 
(-0.47) (-0.88) (-1.36) (-1.19) (-0.97)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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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_Holdings_a 0.171** 0.205*** 0.198** 0.227*** 0.215*** 0.213*** 

 
(2.47) (2.64) (2.45) (2.88) (2.79) (2.73) 

CS_Ownership _a -1.116* -1.485** -1.481** -1.712*** -1.443** -1.412** 

 
(-1.88) (-2.30) (-2.23) (-2.71) (-2.29) (-2.25) 

Growth_a -3.639* -2.470 0.229 
  

-2.554 

 
(-1.76) (-1.02) (0.49) 

  
(-1.06) 

Firm_Size__i 0.246*** 0.233*** 0.230*** 
 

0.226** 0.229** 

 
(2.84) (2.61) (2.58) 

 
(2.53) (2.53) 

Leverage_i 0.458* 0.301 0.325 
 

0.324 0.331 

 
(1.90) (1.29) (1.29) 

 
(1.36) (1.39) 

Profit_i -1.027 -1.586* -1.473* 
 

-1.542* -1.551* 

 
(-1.37) (-1.89) (-1.71) 

 
(-1.87) (-1.85) 

Growth_i 0.326 0.230 0.214 
  

0.097 

 
(0.66) (0.48) (0.44) 

  
(0.20)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ies No Yes Yes Yes Yes Yes 

Adjusted R-squared 0.3735 0.4253 0.4243 0.3853 0.4314 0.4336 

Observations 241 241 241 241 24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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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Dependent variable=log(transaction amount/total assets of the issuing firm) 

 
(1) (2) (3) (4) (5) (6) 

Measure of growth (acquiring firm) Capex_a Capex_a MTB_a - - Capex_a 

Measure of growth (issuing firm) Capex_i Capex_i Capex_i - - Capex_i 

Diversification  
   

-0.320 -0.373* -0.373* 

    
(-1.27) (-1.87) (-1.83) 

Regulation_a -0.466 -0.279 -0.261 -0.604 -0.320 -0.338 

 
(-1.24) (-0.78) (-0.74) (-1.22) (-0.92) (-0.94) 

Firm_Size_a 0.437*** 0.466*** 0.468*** 0.202** 0.485*** 0.481*** 

 
(5.94) (6.12) (6.16) (2.04) (6.21) (6.30) 

Leverage_a 0.036 0.234 0.037 -0.827 0.237 0.280 

 
(0.06) (0.30) (0.04) (-0.90) (0.31) (0.37) 

Profit_a  -0.830 -1.710 -2.757 -2.669 -1.827 -1.460 

 
(-0.47) (-0.88) (-1.36) (-1.16) (-0.97) (-0.78) 

Cash_Holdings_a 0.171** 0.205*** 0.198** 0.172 0.215*** 0.213*** 

 
(2.47) (2.64) (2.45) (1.48) (2.79) (2.73) 

CS_Ownership _a -1.116* -1.485** -1.481** -0.979 -1.443** -1.412** 

 
(-1.88) (-2.30) (-2.23) (-1.16) (-2.29) (-2.25) 

Growth_a -3.639* -2.470 0.229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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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02) (0.49) 

  
(-1.06) 

Firm_Size__i -0.754*** -0.767*** -0.770*** 
 

-0.774*** -0.771*** 

 
(-8.68) (-8.59) (-8.67) 

 
(-8.63) (-8.53) 

Leverage_i 0.458* 0.301 0.325 
 

0.324 0.331 

 
(1.90) (1.29) (1.29) 

 
(1.36) (1.39) 

Profit_i -1.027 -1.586* -1.473* 
 

-1.542* -1.551* 

 
(-1.37) (-1.89) (-1.71) 

 
(-1.87) (-1.85) 

Growth_i 0.326 0.230 0.214 
  

0.097 

 
(0.66) (0.48) (0.44) 

  
(0.20)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ies No Yes Yes Yes Yes Yes 

Adjusted R-squared 0.4568 0.5017 0.5007 0.1433 0.5070 0.5090 

Observations 241 241 241 241 24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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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 Dependent variable=log(transaction amount) 

 
(1) (2) (3) (4) (5) (6) 

Measure of growth (acquiring firm) Capex_a Capex_a MTB_a - - Capex_a 

Measure of growth (issuing firm) Capex_i Capex_i Capex_i - - Capex_i 

Diversification  
   

-0.374* -0.373* -0.373* 

    
(-1.81) (-1.87) (-1.83) 

Regulation_a -0.466 -0.279 -0.261 -0.315 -0.320 -0.338 

 
(-1.24) (-0.78) (-0.74) (-0.87) (-0.92) (-0.94) 

Firm_Size_a 0.437*** 0.466*** 0.468*** 0.567*** 0.485*** 0.481*** 

 
(5.94) (6.12) (6.16) (7.55) (6.21) (6.30) 

Leverage_a 0.036 0.234 0.037 0.481 0.237 0.280 

 
(0.06) (0.30) (0.04) (0.62) (0.31) (0.37) 

Profit_a  -0.830 -1.710 -2.757 -2.221 -1.827 -1.460 

 
(-0.47) (-0.88) (-1.36) (-1.19) (-0.97) (-0.78) 

Cash_Holdings_a 0.171** 0.205*** 0.198** 0.227*** 0.215*** 0.213*** 

 
(2.47) (2.64) (2.45) (2.88) (2.79) (2.73) 

CS_Ownership _a -1.116* -1.485** -1.481** -1.712*** -1.443** -1.412** 

 
(-1.88) (-2.30) (-2.23) (-2.71) (-2.29) (-2.25) 

Growth_a -3.639* -2.470 0.229 
  

-2.554 

 
(-1.76) (-1.02) (0.4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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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_Size__i 0.246*** 0.233*** 0.230*** 
 

0.226** 0.229** 

 
(2.84) (2.61) (2.58) 

 
(2.53) (2.53) 

Leverage_i 0.458* 0.301 0.325 
 

0.324 0.331 

 
(1.90) (1.29) (1.29) 

 
(1.36) (1.39) 

Profit_i -1.027 -1.586* -1.473* 
 

-1.542* -1.551* 

 
(-1.37) (-1.89) (-1.71) 

 
(-1.87) (-1.85) 

Growth_i 0.326 0.230 0.214 
  

0.097 

 
(0.66) (0.48) (0.44) 

  
(0.20)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ies No Yes Yes Yes Yes Yes 

Adjusted R-squared 0.3513 0.4049 0.4037 0.3635 0.4112 0.4136 

Observations 241 241 241 241 24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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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CAARs) 
 
This table presents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CAARs) of equity acquiring firms. Result (1), (2), and (3) represent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CAARs) 
for the entire sample,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for the sub-group of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in unrelated industries, 
respectively. 
 

Panel A. CAARs for the window of (-5, +14) around the event day. 

 
(1) All Industries (2) Related Industries (3) Unrelated Industries 

Day Observations CAAR 
t-value of 

CAAR 
Observations CAAR 

t-value of 

CAAR 
Observations CAAR 

t-value of 

CAAR 

-5 226 0.04% 0.16 73 -0.44% -1.23 153 0.26% 0.94 

-4 226 -0.26% -0.98 73 -0.69% -1.63 153 -0.05% -0.15 

-3 226 -0.19% -0.59 73 -0.31% -0.53 153 -0.13% -0.34 

-2 225 -0.41% -1.13 73 -0.61% -0.93 152 -0.31% -0.71 

-1 225 -0.28% -0.67 73 -0.43% -0.62 152 -0.21% -0.40 

0 225 -0.43% -0.96 73 -0.20% -0.28 152 -0.54% -0.96 

1 225 -0.47% -1.00 73 -0.08% -0.09 152 -0.65% -1.16 

2 225 -0.71% -1.50 73 0.10% 0.11 152 -1.09% -1.92 

3 225 -1.01% -2.03 73 0.48% 0.52 152 -1.73% -2.97 

4 225 -1.26% -2.29 73 0.36% 0.39 152 -2.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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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5 -0.98% -1.65 73 0.93% 0.93 152 -1.89% -2.62 

6 225 -0.99% -1.61 73 1.15% 1.03 152 -2.02% -2.78 

7 225 -1.41% -2.06 73 1.48% 1.14 152 -2.80% -3.60 

8 225 -1.29% -1.89 73 1.17% 0.92 152 -2.48% -3.11 

9 224 -1.29% -1.92 72 1.35% 1.14 152 -2.54% -3.19 

10 224 -1.27% -1.89 72 1.53% 1.22 152 -2.59% -3.36 

11 224 -1.63% -2.41 72 1.04% 0.84 152 -2.90% -3.66 

12 223 -1.67% -2.38 72 0.92% 0.74 151 -2.90% -3.48 

13 223 -1.73% -2.31 72 1.13% 0.85 151 -3.09% -3.49 

14 222 -1.62% -2.15 72 1.37% 0.99 150 -3.0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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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CAARs for the window of (-1, +7) around the event day 

 
(1) All Industries (2) Related Industries (3) Unrelated Industries 

Day Observations CAAR 
t-value of average 

CAR 
Observations CAAR 

t-value of average 

CAR 
Observations CAAR 

t-value of average 

CAR 

-1 226 0.15% 0.71 73 0.18% 0.44 153 0.14% 0.55 

0 226 -0.03% -0.10 73 0.41% 0.79 153 -0.24% -0.72 

1 226 -0.05% -0.16 73 0.54% 0.87 153 -0.34% -0.87 

2 226 -0.30% -0.87 73 0.71% 1.07 153 -0.79% -1.97 

3 226 -0.63% -1.61 73 1.10% 1.46 153 -1.45% -3.33 

4 226 -0.87% -2.05 73 0.98% 1.30 153 -1.75% -3.52 

5 226 -0.60% -1.27 73 1.54% 1.97 153 -1.62% -2.86 

6 226 -0.55% -1.12 73 1.76% 1.96 153 -1.66% -2.93 

7 226 -0.98% -1.76 73 2.09% 1.91 153 -2.4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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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that Affect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of the 
Acquiring Firm 
 
This table presents the results of regressing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of the acquiring firm on the firm 
characteristics and the transaction featur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AR for the window of (-1, +7) around the 
event day. See Appendix for definition of variables. Suffix 'a' denotes acquiring firms and suffix 'i' denotes issuing firms. 
All models include a constant term.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Heteroscedascticity robust t-values are presented in parentheses below the coefficient estimates. 

 

 
(1) (2) (3) (4) 

Measure of growth (acquiring firm) - - Capex_a Sales_gr_a 

Measure of growth (issuing firm) - - Capex_i Sales_gr_i 

Diversification  -0.041*** -0.042*** 
  

 (-3.35) (-3.41) 
  

Amount_MV -0.050* -0.047 -0.034 -0.047 

 (-1.66) (-1.56) (-0.93) (-1.26) 

Stock_Volatility_a -1.502** -1.499** -1.600** -2.361*** 

 (-2.28) (-2.37) (-2.51) (-3.15) 

Firm_Size_a -0.002 -0.001 -0.004 -0.007 

 (-0.46) (-0.17) (-1.01) (-1.41) 

Leverage_a -0.015 -0.010 -0.010 0.016 

 (-0.44) (-0.30) (-0.28) (0.38) 

Profit_a  0.039 0.055 0.041 -0.170 

 (0.41) (0.57) (0.45) (-1.24) 

Cash_Holdings_a -0.011* -0.010* -0.011* -0.015** 

 (-1.85) (-1.83) (-1.91) (-2.42) 

CS_Ownership_a 0.033 
   

 (0.85) 
   

CS_Ownership_D_a 
 

0.023* 0.021 0.005 

 
 

(1.70) (1.52) (0.32) 

Growth_a 
  

0.037 0.067* 

 
  

(0.29) (1.93) 

Firm_Size _i 0.003 0.004 0.005 0.009 

 (0.77) (0.87) (1.1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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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age_i -0.014 -0.014 -0.008 -0.003 

 (-1.16) (-1.17) (-0.64) (-0.19) 

Profit_i -0.002 -0.011 0.021 0.007 

 (-0.07) (-0.31) (0.57) (0.13) 

Growth_i  
  

0.105*** 0.004 

 
  

(2.97) (0.83)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Adjusted R squared 0.1443 0.1554 0.1545 0.1804 

Observations 226 226 22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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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CS_Ownership 
Number of common stocks own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is 

family, relative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ir 

influence divided by the number of outstanding common shares 

CS_Ownership_D 
Dummy variable that is equal to one if CS_Ownership is high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otherwise zero 

Diversification 
Dummy variable that is equal to one if the first two digits of the 

Standard Industry Code are not the same between the acquiring firm 

and the issuing firm in a transaction and otherwise zero 

Growth 
Variable representing a firm’s growth; MTB, Capex, and Sales_gr are 

used 

MTB 
Sum of total market capitalization and total liabil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Capex 
Sum of the cash outflow used to purchase or maintain fixed assets 

divided by total assets 

Sales_gr 
Average growth of sales for the two years prior to the year when the 

event date belongs to 

Amount_MV 
Amount of a transaction scaled by the market value of the acquiring 

firm  

Regulation 

Dummy variable that is equal to one if the firm is subject to the 

‘Ceiling on the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and otherwise 

zero 

Firm_Size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in millions of Korean Won 

Leverage Total liabilities scaled by total assets 

Profit Operating income scaled by to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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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_Holdings 
Natural logarithm of Sum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s, and short-term investment 
scaled by total assets minus cash assets 

Age Number of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a firm 

Stock_Volatility 

Standard deviation of the daily stock returns of a firm for the period 

from 240 to 10 operating days before the event date, which is the 

earliest date among the date when the board of meeting is held, the 

date of cash settlement, and the announ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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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주주지분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중심으로1
 

 

1. 서론 

 

주주지분이 업  리인 에 미 는 향  다룬 연구들  

업에  주주  이해 계를 크게 자본 공자일  소 경 자일  

나 다. 주주는 채권자  불어 인 자본 공자이  에, 

자본 공자  극  경 진  감시  인  가진다(Shleifer and 

Vishny, 1986). 이는 경 진  효  는 근시안  사결  

견 므  경 자 리인 를 다. 라  주주가 채권자를 롯  

다른 자본 공자들과 이익  공 는 상황이다(Holderness, 2003). 

그러나 같  자본 공자라 라도 주주가 주주  이익  추구  

경우에는 상황에 라 주주  이해가 채권자  이해  상충   있다. 

자 사결 에  나타나는 주주-채권자 갈등이 인 경우이다. 

채권자는 공  자본에  보상  사 에  가를 주주보다 

우 여 청구  권리를 가지  에 안 인 름  공 는 

자안  다. 이에 해, 주주는 채권자에게 약속  규모  보상  

고  남  잔여분에 해 청구  권리를 가진다.  주주  책임  

                                         

1 본 연구  내용  탕   논 이 [재 리연구] 2012  6월 에 게재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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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limited liabilities) 면, 잔여청구권 규모에는 상 이 없다. 

라  높  타인자본 존도  인해 과  부분이 채권자에게 귀속 는 

업일 , 주주는 업   자에 사용 보다는 조 에 분 거나 

는 공가능 이 낮지만 공했   높  과가 상 는 험도가 큰 

사업에 자 는 것  다. 이러  사결  주주  이익  높이지만, 

편  미래에 원리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이익  침해 는 

결과를 래  에 주주  채권자 간  갈등  증가시킨다.  

장 이 낮  업  주주도  조 분 는 결   

인  가진다. 망이 불 명  사업에 계속 자 는 것보다 당 등  

식   분 아 다른 업에 자 는 것이  리  이다. 

그러나 업  자산  청구권인 채권이 암  보 고 있는 

담보  능  가지  에 과다  분  담보가 를 축소 다. 

라  장 이 낮  업일 , 주주  채권자 간 갈등이 첨 해진다.  

채권자  달리, 주주는 결권  보 면  종종 경 에 직  

여  에 경 자  이익  추구 다. 즉, 일종  소 경 자  

자신  사 이익(private benefits)  높이  해 업  자원  

용 는 인  가진다. Morck et al.(1988)과 McConnell and 

Servaes(1990)  롯  실증분  연구들  소 경 자가 보  지분이 

일   과  경우에 추가 인 지분상승  경 자 리인  에 

여 보다 경 권  보  주주  사 이익 추구를 래함  보인다. 

특히 업지 구조상 주주권  보 가 약  업에 는 경 자 는 경 에 

개입 는 주주가 과도 게 사 이익  추구  결과, 식 인 결권  

가지지만 실질  업경 에 거  향  행사 지 못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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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이익  침해  가능 이 높다. 

실증연구들  주주권  보 가 약   주주가 소액주주이익  침해 는 

경향이 있  보인다(Lin, 2003). 채권자는 자본 공자이면  

경 사결 에 해 사 에 향  행사  힘든 외부 자자이  에, 

경 권  가진 주주  계에  소액주주  사  지 에 놓여 있다. 

라  주주권  보 가 약   주주-소액주주 갈등과 마찬가지  

주주-채권자 갈등도 증가  가능 이 있다.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다룬 일단  행연구들  

주주  경 자감시가 타인자본 용  낮추는지 는 소 경 자  

사 이익  추구  에 타인자본 용  높이는지를 조사 다(Bhojraj 

and Sengupta, 2003; Anderson et al., 2004).  다른 연구들  

주주권  도가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조사 다. 를 들어, 

강  주주권 이 경 자 견 단  체 자본 공자  이익  보 여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는지(Byun, 2007; Schauten and Dijk, 2010) 

는 주주이익만  추구  결과 채권자이익  침해  에 타인자본 용 

상승  래 는지 조사 다(Klock et al., 2005; Chava et al., 2004).  

그러나 이 연구들  주주  이해 계가 상황에 라 달라진다는 것  

고 지 않는다. 일  주주  경 자감시 능  자본 공자인 

주주  채권자 모 에게 리 게 작용  에, 주주지분이 

높아  주주 향 이 강 면 낮  용에  부채를 조달  가능 이 

있다. 면에 주주-채권자 갈등 는 소 경 자-외부 자자 간 갈등 

상황에  주주  사결 권 강 는 업가 에  

청구권자 인 채권자  이익  침해 게 다. 이런 업에 는 



 

52 

 

주주지분이 높  채권자들이 상  높  이자  요구  것이 

상 다. 라  주주가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주주가 어떤 

 이해 계자  행동 지에 라 달라지며, 이  업특 이 

주주  이해 계에 향  미 다. 자 자본과 타인자본  청구권  

격이  다르  에, 업  타인자본 존도 는 장 에 라 

자 사결 에  주주인 주주  채권자 간 갈등 도가 달라진다.  

경 자를 견 는 외부 자자  권 이 얼마나 강  지에 라 

소 경 자  주주  이해  외부 자자  채권자 간 갈등 도가 

달라진다. Ellul et al.(2009)이 외부 자자권 에 라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이 달라짐  보이고 있 나, 이 연구는 

업특 이 아닌 국가별 법 체계  차이  자자권  도를 다.  

실증분  결과, 개인 주주지분이 높거나 외국인주주가 존재함 써 

주주가 업 사결 에 상당  향  미 는 업일  상  

낮  타인자본 용  부담 다. 그러나 높  타인자본 존도, 낮  장 , 

약  주주권  인해 주주-채권자 갈등이 심  업에 는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부(-)  향 이 약 어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다. 라  주주-채권자 갈등이 

높  업에 는 주주  존재 는 지분 상승에 른 주주 사결 권 

강 가 채권자이익 침해를 래  가능 이 상  높  에 

경 자감시를 통  타인자본 용 락 효과를 상쇄 는 경향이 있  

시사 다. 

본 논  나 지 부분  구  다 과 같다. 2장에 는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를 다룬 행연구들  리 고, 주주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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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에 미 는 향이 주주-채권자 갈등에 라 다를  있  

명 다. 3장에 는 연구에 사용  본  구 과 분 법  명 다. 

4장에 는 실증분  결과를 시 며, 5장에 는 연구 결과를 리 다. 

 

 

2. 대주주-채권자 갈등과 타인자본비용 

 

소 구조  리인 를 다루는 행연구들  주주에  소 구조 

집 이 업가 를 고 다고 명 다.  Shleifer and Vishny 

(1986)는 주주가 업  경 에 극  여 여 업가 를 

높이고자 는 인  가지  에 소 권 집 이 경 자 리인  

에 여   있다고 주장 다. La Porta, et al.(2002)  주주권  

강도를 통  후에도 이른  지 주주 름권(cashflow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이 업가 에 통계   (+)  

향  미침  보인다. 타인자본  업 과에 해 자 자본보다 우  

 청구권  가지  에, 업가  증가는 채권자에게 있어 는 

담보가  상승과 같다. 라  일  주주지분 상승 시 타인자본 용 

락  상   있다. 주주지분과 회사채 익  간  계를 다룬 

일단  실증연구들  이러  상  뒷 침 다. Anderson et al.(2003)  

창업주 일가  지분이 높  상  회사채 익 이 낮아짐  보인다. 

소 경 자는 경 권 지를 시 므  고 험 자를 는 경향이 

있어  채권자이익 침해가능 이 낮  이라고 명 다. Bhojraj and 

Sengupta(2003)는 자자인 주주가 자신이 운용 는 있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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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고를 해 극  업  경 진  감시  인  가지  

에 자자 지분과 업이 행  회사채  익 이 부(-)  

계를 나타낸다고 명 다. 국내 연구 , 2000  ~ 2002  

본 간  상   , 국 , 용(2006)  주주  그  

특 계인들이 보  지분이 높  회사채등 이 높아짐  보인다. 

주주지분 상승  주주 자신  부(wealth)를 증가시키  해  경 자 

감시를 행 게 는 강  동 를 공  이라고 명 다.  

그러나 업 사결 에  주주  이해가 채권자  이해  일 지 

않   있다. 이 , 주주는 자신  이익  고 는 사결  지지  

것이므  그 과 에  채권자이익  침해 게 다. 라  주주-채권자 

갈등이 심  업에 는 주주지분 상승이 채권자이익 침해  우 를 

증가시키  에 채권자들이 높  익  요구  결과,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가능 이 있다. 본 논 에 는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이 주주-채권자 갈등에 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  해 , 첫째 주주-채권자 갈등이 

자 사결 에  주주-채권자 갈등  나타나는 경우  째 

사 이익  추구 는 소 경 자  이를 견 는 외부 자자 간 갈등  

나타나는 경우를 조사 다.  

 

2.1 자 사결 과 주주-채권자 갈등  

 

채권자는 주주에 해 청구권  보  에,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  업 과는 부분 채권자에게 귀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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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 다면, 주주는 업 과 고를 해 노  보다는 업  

 자에 사용 지 않고 조 에 분  인  가지게 다. (Myers, 

1977).  주주는 업  과에 해 책임(limited liabilities)만  

지  에,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  주주는 험이 높  사업  

 인  가진다.  과도  분이나 험도가 높  사업에  

자는 업  채 이행능  안  떨어 리  에,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에 는 주주  이해  채권자  이해가 상충 다(Jensen and 

Meckling, 1976).  익  높  자 회가 충분 지 않  업에 도 

주주-채권자 갈등이 심 다. 주주  입장에 는 업   추가 인 

자에 사용 보다 조 에 분 아 장 이 높  산업에 자 는 것이 

 리 지만,  분  미래  채 이행능  락  래  에 

채권자  이익  침해 는 사결 이다. 주주지분이 높  주주에게 

리  사결 이 이루어질 가능 이 높다는  고  , 높  

타인자본 존도 는 낮  장  보이는 업  채권자는 주주지분 

상승에 해 상   높  보상  요구  것이 상 다. 

 

2.2 주주권 과 소 경 자-외부 자자 갈등 

 

주주권 이 채권자이익에 미 는 향에 해 는 어떤 에 해 

주주권  는지에 라 각  다른 주장이 있다. 주주권 이 강  

업  부를 채권자 부  주주에게  이 는 사결 이 나타난다는 

부  재분  가 (wealth redistribution hypothesis)에 르면 강  

주주권  주주-채권자 갈등  높인다. 주주는 채권자  달리 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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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에 업  사결 에 극  자신들  이익    

있다. 이 과 에  강  주주권 이 채권자이익  침해  가능 이 있다. 

를 들어, 3자가 주주 부  주식  매입해  경 권  장악 는 사건인 

업인 (takeover)는 존 경 진  체를 는 경우가 많  에, 

업인 가 용이  업에 는 경 자가 평소에 주주  이익  극  

사결 에 게 므  주주권 이 강 다. 주주권 이 

강 ( 업인 가 용이 ) 타인자본 용이 높아짐  보이는 

Ashbaugh-Skaife et al.(2006)  Klock et al.(2005)  행연구는 강  

주주권 이 주주-채권자 갈등  함  보인다.  

편 경 자견 가 (Management Disciplining Hypothesis)에 르면, 

강  주주권  경 자  효  사결  견  에 업  

자본 공자들  이익  고 여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다. 주주  

경 자감시 역시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므  주주는 그 자체  

주주권  강 는 장 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달리 주주는 

실질  경 에 여  가능 이 있  에, 이 에는 소 경 자  

외부 자자  견  상이  도 있다. Bhojraj and Sengupta(2003)는 

소  주주에  지분 집 이 회사채 익  상승  래함  보인다. 

이는 주주  사 이익 추구 가능 에  채권자  우 를 다. 

경 자 는 주주 등 업내부자(insiders)  사 이익 추구 사결  

견 는 지 들  이용 여 주주권  도를  연구들  강  

주주권 이 회사채 익  락에 여함  보인다(Schauten and Dijk, 2010; 

Byun, 2007).  

본 연구에  사용 는 ‘주주권 지 ’는 주  소 경 자  



 

57 

 

사결  견 는 소액주주  권리가 히 보 는지를 는 항목들  

구 어 있  에, 업인 에 른 경 권 체에 향  행사   

있는 주식보 자  권 보다는 경 권보 자를 견 는 

외부 자자  권  는 지 에 가 다. 라  주주권 이 약  

업일  주주 사결 권 강 에 해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것이 상 다.  

 

 

3. 표본자료, 회귀모형 및 실증분석방법 

 

3.1. 본 자료  

 

본 연구  본  2003  ~ 2008  간 동안 국거래소  

가증권시장에 상장  업  산업에 속 지 않 며 지주회사가 아닌 

업  분 에 사용  모든 자료를 구   있는  구 었 며, 

 2,656개  (firm-year)가 포함 어 있다. 외국인주주지분과 

개인 주주지분 자료는 ' 국상장회사 회'  'TS2000' 데이 베이스에  

공 는 자료를 사용 다. 특히 개인 주주지분 자료  경우 주주  에 

해 공 는 상 보를 여 가공 다. 업  재 자료는 

' 국신용평가 보'  'KISVALUE' 데이 베이스  자료를 이용 다.  

차 조  부채 항목 에 ' 리 채 ' 라는 계  포함 고 

있는 업  본에  외 다. '회사 리' 는 ' ' 차는 개 애  

약  채 를 이행   없게  업에  재조  포함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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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 간에 걸쳐 상 도  조 는 경우가 많다. 라  회사채  

신규 행  차  행 는 개 1  단  회 이 일어나는 

과  일 인 차입계약과는 달리 해당 회계연도  업특 이 

' 리 채 ' 에  이자 용에 어 있지 않  가능 이 높다. 

 이미 존 채 를 상  이행 지 못했  에 신용도가 히 

낮다고   있 에도 불구 고, 채 재조  계약에 는 개 시장에  

용  이자 보다 낮  에  결 는 경우가 많  에 다른 

업들과 는 것이 곤란 다. 라  타인자본 용  시계열자료 상  

변동 는 횡단면자료 상  변동 면에  모  주주지분  여타 

업특 이 미 는 향  곡  가능 이 있  에 본에  외 다.  

<부  A> 에 는 본  연도별, 산업별 분포를 보고 다. 근 

연도일  이용 가능   가 다소 증가 지만, 모든 연도에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산업별 분포에 는 , / 자, 건 / 통 산업이 

차지 는 이 각각 15.0%, 11.4%, 13.2%   높  편이고 나 지 

산업  2% ~ 9% 범  내에  분포 고 있다.  

 

3. 2. 회귀모   실증분 법 

 

본 연구는 아래  같  회귀모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  이용 여 업  타인자본 용에 주주지분이 

향  미  , 주주권 강도 는 타인자본 존도에 라 그 향이 

달라지는지를 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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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_COSTi = α + β1 · 주주지분i + β2 · 주주지분i · (HI_LEVi, 

LO_MTBi 는 LO_CAPEXi, WK_RIGHTSi) + β3 · LNASSETi + β4 · 

LEVERAGEi + β5 · PROFITi + β6 · CASHi + β7 · SALES_GRi + β8 

· CHAEBOL i + εi  

 

합동회귀분 (Pooled regression)과 개별 업효과(Firm fixed effects)를 

 고 효과회귀분 (Fixed effects regression) 법  모  용 여 

분 다. 합동회귀분 에 는 종속변  동일  회계 간에 해 추출  

독립변 를 사용  분 과   이  회계 간에 해 추출  독립변 를 

사용  분  모  실행 다. 후자는   이  변 를 독립변  

사용함 써 종속변 가 각종 독립변 들  원인  작용   있는 역  

인과 계(Reverse causality) 가능    결과를 보고 다. , 

고 효과회귀분  실행함 써 모  내에 개별 업 고  특 이 

독립변  명시 어 있지 않  에 생   있는 내생  

(Endogeneity problems)들  다. 를 들어, 주주지분 이 

DEBT_COST에 향  미 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   주주지분  

지 는 업들  다른 공통  특 이 DEBT_COST에 향  미 는 

경우  인해 생   있는 분 결과  곡  소 다.  

<  1>에 는 분 에 사용  변 들  를 명 다. 종속변 인 

타인자본 용  이자 용과 사채이자  합  부채에  이연부채를 차감  

액  나  값  DEBT_COST  여 사용 다. 이연부채는 미래에 

상 해야  채 가 아니라 익 에  생주 회계에 근거 여 당해 

간  익  인   없는 부분  나타내므  분모에  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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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계산  경우, 회계자료에 지 이자 항목  직  생시키지는 않는 

채 도 부채  분모에 포함 다. 를 들어 매입채 나  등  

항목  차입 이나 사채 항목 등과 달리 명시 인 지 이자를 생시키지 

않   있다. 신 신용 공자 에  신용  공 는 업  신용도에 

라 거래조건  다르게 책 다고 가 해 볼  있다. 신용  공 는 

업  채 이행능 에  평가를 는 법  이자를 지 도  

는 신 공 는 신용  규모를 조 함 써 간  는 

법도 사용   있다. 라  신용도가 양  업  그 지 않  업에 

해 부채에  명시 인 지 이자를 생시키지 않는 부채  이  

높  가능 이 있다.  

편, 차입  는 사채만  부채  인 해  분모에 여 

타인자본 용  계산 는 법  생각해볼  있 나, 이 경우에는 분자에 

해당 는 손익계산 상  이자 용 는 사채이자 항목  규모가 분모를 

과 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일  해당 회계 간 동안  

일평균잔액 자료를 이용 는 것이 곤란  에 차 조  일이라는 

특  시  미상 잔액들이 분모에 는 것에 해, 분자에는 해당 

회계 간 동안 생  이자 용 액이 부 계상 는 것이  가지 이 일 

 있다.  

회사채 신용등  변동  타인자본 용 신 채권자이익  변동  

나타내는 지  고 상일  있다. 그러나 <부  B>에  나타나듯이, 

가증권시장 상장 업 에  신용등  보  업  는 보 지 

않  업  약 에 해당 다. 즉, 본 연구에 사용  본  약 2/3 

에 해당 는 업이 신용등  보 고 있지 않다고 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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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집단 간에 각종 지   규모  차이가 히 크  에 

신용등  보  업이 본  는 집단이라고 볼 도 없다. 

라  회사채 신용등  본 연구  종속변  사용 에 지 않다. 

본 연구  목  타인자본 용   에 미 는 업특  

향 에  분 이 아니라 타인자본 용  업 간 상  차이에 미 는 

업특  향 에  분 이다. 라  업  재 동뿐 아니라 

업 동  통해 나타나는 신용도  차이 지 포   

타인자본 용  분 에 사용 는 것이 다고 단 어  같이 

종속변 를 다.  

본 연구에 는 개인 주주  외국인주주 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분 다. 개인 주주  는 개인 는 족  구  주주 

 그  특 계인  다. 주주지분  나타내는 변  

개인 주주 지분  나타내는 IND_SHARE, 외국인주주 지분  나타내는 

FOR_SHARE, 외국인주주가 지분  보 고 있는 업에 해 는 1, 

그 지 않  업에 해 는 0  부여 는 미변 인 BLOCK_FOR를 

각각 여 독립변 에 포함 다. 편, 개인 주주 지분  개인  

인척, 이들이 실질  향  끼   있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다. 

주주  채권자 간 갈등  도를 나타내는 변  LEVERAGE  

MTB를 사용 다. LEVERAGE는 부채를 자산  나  값  

계산 며 업  타인자본 존도를 다. LEVERAGE가 높  

업에 는 과  상당 부분이 채권자에게 귀속  에 주주는 업  

 미래에 익  창출  사업에 자 보다는 재 시 에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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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는 사결 , 는 자 라도 험도가 큰 사업에 자 는 

사결   인  가진다. HI_LEV는 LEVERAGE가 본  

를 과 면 1, 아니면 0  부여 는 미변  주주-채권자 간 

갈등  상  도를 나타낸다. MTB는 보통주 시가 액, 우 주 시가 액, 

그리고 부채  합  자산  나 어  계산 다. MTB는 업  

장잠재  나타내  에 MTB가 낮  업  주주는 장 이 낮  

존 사업에 자  해 업   사용 는 것보다 당 는 것  

 인  가진다. CAPEX는 실 자지출액 합계를 자산  나 어 

계산 다. 주  미래  장잠재  나타내는 MTB  달리, CAPEX는 

미래  장   재  자상황  나타낸다. LO_MTB  LO_CAPEX는 

각각 MTB  CAPEX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부여 는 

미변  역시 주주-채권자 간 갈등  상  도 나타낸다.  

편, 주주  사 이익 추구를 견  단  강도를 나타내는 

변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지 구조지   

'주주권리보 ' 항목  를  계산  RIGHTS를 사용 다. 

'주주권리보 ' 항목  산 식  회계연도에 라 다소 변동이 있  

에, 본 연구에 는 각 연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여 분 에 이용 다. '주주권리보 ' 지  평가항목  크게 

주주권리  보   행사 편 , 소 구조, 특 계인과  거래 등  

나 다. 높  RIGHTS는 주주  사 이익 추구가 강 게 견 고 있  

미 므  주주  채권자 간 갈등  인  채권자  이익침해 우 가 

낮  나타낸다. WK_RIGHTS는 RIGHTS가 본  1/4분  미만이면 1, 

아니면 0  값  가지는 미변  해당 업  주주-채권자 간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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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상  어 에 는지를 나타낸다. 

통 변 는 자산에 그를 취  LNASSET, 부채를 자산  

나  LEVERAGE,   용 차감 이익  용  나  

INT_COMP, 업이익  자산  나  PROFIT,  자산  

자산  나  CASH, 과거 3 간  매출액 장  나타내는 

SALES_GR, 5  업집단에 속 면 1, 아니면 0  부여 는 

CHAEBOL  회귀모 에 포함 다. 규모가 큰 업  시장지 이 높  

도 업일 가능 이 높  에 타인자본 용에 (-)  향  미  

것이 상 다. 업이 재  곤경(financial distress)에 질 가능  

는 변  LEVERAGE를 이용 다. 업 경에 불리  향  

충격이 있  , LEVERAGE가 높  채 불이행이 생  가능 이 

증폭  에 LEVERAGE  타인자본 용과 직 인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는 LEVERAGE를   HI_LEV를 주주-

채권자 간 이해가 충돌 는 상황  나타내는 변  이용  에, 

재 험  나타내는 통 변  LEVERAGE를 사용 는 일부 

모 에 는 독립변  간에 과도  상 계가 존재  험이 있다. 라  

이런 모 에 는 LEVERAGE 신 INT_COMP를 이용 여 추  분  

함께 실행 다. 이자보상 (interest compensation ratio)  나타내는 

INT_COMP가 높  통상 인 업 동 부  생 는 이익  

업  명시 인 용  감당   있는 가능 이 높아진다. 이 이 

1보다 낮다는 것  존 부채에  이자를 지  해  자산  

매각 거나 추가  부채를 일  부족   조달해야 함  

미  에 업  잠재  부실가능  도를 나타낸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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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업이익인 PROFIT과 자산  나타내는 

PROFIT  각각 업  경상 인 창출능 과 재 보 고 있는 

규모를 나타낸다. 라  PROFIT과 CASH 값이 클  부채 상 에 

사용  재원이 많  미  에 타인자본 용  락이 상 다. 

장 업  향후 창출규모가 증가  것이 상  에 장 이 

높  타인자본 용이 락  가능 이 있다. 본 논 에 는 장 이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통  해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계산  SALES_GR를 회귀모 에 포함 다. 

규모 업집단에 속 는 업  채 불이행  면  해  요 다면 

내부자본시장  이용   있  에 상  낮  타인자본 용에  

자  조달  가능 이 있다. 본 논 에 는 업집단  자산규모를 

 해당 업이 근   있는 내부자본시장  크 가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  통 다.  

편, 타인자본 용  험이자  변동에 해 직  향  

는다. 시장이자  변동  타 거시경 상황  변동이 결과에 미 는 

향  통  해 모든 회귀모 에 연도 미 변 를 YEAR_DUMMY  

여 포함 다.  산업별 특  역시 타인자본 용에 향  미   

있다. 특히 독립변   LEVERAGE는 타인자본 용에 직 인 향  

미 면  산업별  뚜  차이를 보이는 업특   나이다. 라  

산업별 차이가 회귀분  결과에 미 는 향  통  해  모든 

회귀모 에 산업 미 변 를 INDUSTRY_DUMMY  여 포함 다. 

산업 미 변 는 국 산업분 (KSIC) 상  분 에  앞   

자리 자를 이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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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 는 회귀분 에 사용  업특 들에 해 본에 속  

들  통계량  보고 다. 타인자본 용  는 변 인 

DEBT_COST  평균  2.9%, 는 2.8%, 편차는 2.0%를 보인다. 

부채이지만 직  지 이자를 생시키지 않  가능 이 있는 업부채 

항목들 지 분모에 포함 어 있  에 이 변    일 인 

차입  이자  는 회사채 익 보다 낮다. 그러나 본 연구  목  특  

 타인자본 용   크 를 는 것이 아니라 회귀모  

독립변 들이 채권자이익에 미 는 상 인 향  조사 는 것이다. 이를 

해 업신용도 고가 채 이행가능  증가  담보가  증가를 

미 므  채권자  이익에 인 향  미 다는 단 아래, 

업신용도를 추  해  부채  이자 용  이용 다. 라  

업 동  부채거래에  신용도 차이를 여 타인자본 용  

는 것이 업 간 신용도 차이를 나타내 에  다. 편, <부  

C>는 본 연구에  종속변  사용 는 DEBT_COST  일 인 

험이자 들  시계열추이가 사함  보인다. 이는 DEBT_COST  

시계열 변동이 본 간 동안 시장이자  시계열 변동에  크게 이탈 지 

않  나타낸다.  

개별 업  상 인 개인 주주지분  나타내는 IND_SHARE는 

평균이 21.6%, 가 20.6%, 편차가 18.4%를 보이는 편, 

외국인주주지분  나타내는 FOR_SHARE  평균이 9.8%, 가 3.0%, 

편차가 14.5%를 보인다. 이는 외국인주주가 높  지분  보 는 

상황이 개인 주주가 높  지분  보 는 상황에 해 상   

 업에 집 어 있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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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 존도를 는 LEVERAGE는 평균 0.46,  0.46, 

편차 0.20  본에 속  업들이 평균  자산 규모  약 

 도를 타인자본  조달 고 있  미 다. LEVERAGE 변 들 

 값에 가 운 일부 는 1  과 는 값  보인다. 이는 

자본잠식이 생해  자 자본 규모가 (-)  값  갖는 들이다. 본 

연구에 는 타인자본 존도를 주주-채권자간 갈등에 향  미 는 변  

나  모 에 포함 다. 자본잠식  업  재  곤란(financial 

distress)를 단 는 지 가   있 며, 재  곤란 도는 주주-

채권자 간 갈등  심 를 이끌 가능 이 높다. 라  본 연구  목 상 

자본잠식이 생  업  LEVERAGE도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  

업들  LEVERAGE가 타인자본 용에 미 는 향과 연속 상에  

분   있  에 이들 를 본에  외 지 않는다. 주주-

채권자간 갈등 도를 는  다른 지  모 에 포함 는 MTB  

CAPEX는 각각 평균 0.97, 0.04,  0.84, 0.03, 편차 0.53, 0.47  

나타낸다. 국 업지 구조개 원  '주주권리보 ' 지 를 평가가 이루어진 

각 연도  해당 항목   개별 업   다시 계산  

RIGHTS  평균값과 편차는 각각 55.0%  9.2%를 보인다. 자산  

상  규모를 는 LNASSET  평균 26.2, 편차 1.4를 나타낸다. 

자산 업이익  나타내는 PROFIT  평균 4.1%, 편차 7.9%를, 

자산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CASH는 평균 10.2%, 편차 

9.8%를, 그리고 5  업집단에 속 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CHAEBOL  평균 6.4%를 보이므 , 체 본에  이들 업집단에 

속 는  는 6.4%에 해당함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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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  3>는 주요 변  간  상 계를 보고 다. DEBT_COST는 

IND_SHARE  FOR_SHARE  모  통계   (-)  

상 계를 보인다. 라  주주지분이 높  타인자본 용이 낮아질 

가능  시 다. DEBT_COST  LEVERAGE는 강  양(+)  

상 계를 보이므  높  타인자본 존도  인해 채 불이행에 질 

가능 이 높  업일  높  타인자본 용  부담함  나타낸다. MTB는 

DEBT_COST  통계   계를 보이지 않는데 해, CAPEX는 

DEBT_COST  통계   (-)  상 계를 보이므  장  

해 실 자가 히 일어나는 업  타인자본 용이 상   

낮  가능  미 다. DEBT_COST  RIGHTS도 통계   

(-)  상 계를 보이  에 상  낮  타인자본 용  강  

경 자견  이 있  가능  나타낸다. DEBT_COST  PROFIT, 

CASH 는 각각 값이 0.24, 0.27이면  통계   (-)  

상 계를 나타내  에 익 이 낮거나 자산  보 고 있는  

이 낮  업일  타인자본 용이 높  알  있다. DEBT_COST  

SALES_GR, CHAEBOL과는 각각 값이 0.07이면  통계   

(-)  상 계를 나타내  에 장 이 낮거나 내부자본시장이 크게 

어 있지 않  경우에도 타인자본 용이 상  높  가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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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타인자본 존도  향  

 

<  4>는 타인자본 존도를 이용 여 주주-채권자 간 갈등 도를 

나타낼 ,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에  상  갈등이 미 는 

향  합동회귀모  추  결과를 보고 다.  A  C에 는 같  

회계 간에 속  자료를 이용 여 종속변  독립변 를 구 는 편,  

B  D  모 에 는 종속변 보다 1   회계 간에 속 는 자료를 

이용 여 독립변 들  구 다.  C  D는 재  곤란  단 는 

지  LEVERAGE 신 INT_COMP를 사용 다. 각 에  모  (1) 

~ (3)과 모  (4) ~ (6)  각각 개인 주주지분 과 타인자본 용, 

외국인주주  존재  타인자본 용 간  계에  타인자본 존도가 미 는 

향  나타낸다.  

모든  모  (1)과 모  (4)에  IND_SHARE  FOR_SHARE가 

각각 (-)  회귀계 를 가지고,  A  (4)를 외  모든 모 에  

통계   에 주주지분이 높  타인자본 용이 낮다고 

볼  있다. 보 고 있는 지분이 많  주주  업가  고 인이 

강해지므  채권자에  채 를 이행  재원  롯 여 외부 자자에게 

분 가능  이 증가  가능 이 높아질 것에  가 다고 

해   있다. 이는 행연구  주주지분이 업가  상승에 

여 다고 보고  La Porta et. al(2002)  결과  일 다. 

모든  모  (2)  모  (3)에  IND_SHARE  LEVERAGE  

차항  IND_SHARE  HI_LEV  차항이 각각 통계   

양(+)  계 를 가진다. 이는 개인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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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에 는 상  약  미 다. 

재 험  통 는 변  LEVERAG 신 INT_COMP  사용 는 

모  이용 여 같  분  실행  결과에 는 IND_SHARE  

회귀계 보다 IND_SHARE × HI_LEV  회귀계  값이  큰 

것  나타난다. 즉, 타인자본 존도가 본  보다 낮  는 

개인 주주지분 상승이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타인자본 존도가 

본  보다 높  는 주주지분 상승이 히  타인자본 용  

상승  래함  나타낸다. 라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존도 간  부(-

)  계가 약 는 도가 아니라  향  계를 가질 도 있  

미 다.  

모든  모  (5)  모  (6)에  BLOCK_FOR  LEVERAGE  

차항  BLOCK_FOR  HI_LEV  차항이 각각 양(+)  계 를 

가지며,  B  모 에 는 통계  다. 이는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일 는 그 지 않  업에 해  외국인주주가 존재  경우에 

타인자본 용이  높  나타낸다.  모  (6)에  BLOCK_FOR  

회귀계 보다 BLOCK_FOR  HIGH_LEV  차항  회귀계  값이 

 크  에 타인자본 존도가 본  보다 낮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타인자본 존도가 

본  보다 높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히  타인자본 용  

상승  래함  나타낸다.  

<  5>는 같  모 에 해 고 효과회귀분  실행  결과를 

보고 다. 모  (3)에  차항  회귀계 가  상실 지만 

합동회귀분  실행  결과  체  사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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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에  통 변 들  회귀계 가 가지는 부 들  

체  직 과 일 는 결과를 보인다. LNASSET   (-)  

회귀계 를 가진다. 이는 규모가 큰 업일  시장지 이나 

자본시장에  자본조달능  등에  리  를 차지  에 

상  낮  타인자본 용  부담 다는 것  미 다. 재 험  

나타내는 LEVERAGE는 통계   양(+)  부 를 나타낸다. 

PROFIT  통계   (-)  부 를 가지므  자산 규모에 해 

높  익  보일  타인자본 용  락에 여함  알  있다. 

CASH 역시 통계   (-)  회귀계 를 가지므  해당 업이 

채  이행에 직  사용   있는  많이 보 고 있  

타인자본 용이 낮  미 다. SALES_GR는 모든 모 에  (-)  

회귀계 를 가지지만 통계  지 않다. 5  업집단에 속 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 인 CAHEBOL 역시 모든 모 에  (-)  

회귀계 를 가지지만 통계  지는 않다. 이는 내부자본시장  

규모가 클 경우, 자  조달 는 것이 상  용이   있  에 

업  타인자본 용 락에 여  가능 이 있지만 본 에   

향이 나타날 만큼 뚜 지는 않다고 해   있다. 

<  4>  <  5>  결과를 종합 면, 주주지분  상승  평균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그 향  타인자본 존도가 낮아  

주주-채권자 간 갈등  소지가  업에  견  가능 이 높다. 면,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에 는 주주  채권자간 이해가 충돌  결과 

리인 가 생  가능 이 크  에 채권자  이익  침해  것이 

우 어  타인자본 용  상승   가능 이 높다고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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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  향  

 

<  6>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에 업  장 회가 

미 는 향에 해 합동회귀분  실행  결과를 보고 다.  A에 는 

같  회계 간에 속  자료 부  구  종속변  독립변 를 이용  

모  분 결과를 보고 고,  B  모 들에 는 종속변 보다 1  

 회계 간에 속 는 자료를 이용 여 독립변 들  구 다.  A  

모  (1), (3), (5), (7)에  IND_SHARE  장  나타내는 

연속변  차항이 통계   (-)  회귀계 를 가지는 편, 

모  (2), (4), (8)에  낮  장  나타내는 미변  차항이 

통계   양(+)  회귀계 를 나타낸다.  B에 도 차항  

부 는  A  결과  동일  모습  보이지만, 일부 모 에 는 통계  

 상실 다. <  7>  장 회가 미 는 향  

고 효과회귀분  추  결과를 보고 다. 모  (3)과 (7)에  

CAPEX  주주지분  차항  통계   (-)  회귀계 를 

가진다. 이는 실 자가  업일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에 여  가능 이 높  

미 다. 모  (4)  (8)에  LO_CAPEX  주주지분  차항  

통계   양(+)  회귀계 를 가진다. 라  미래  장   

실 자가 지 않  업에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는 그 지 않  업에  경우에 해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래 는 것  나타난다. 편, 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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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MTB  주주지분  차항, LO_MTB  주주지분  차항  

통계  지 않  회귀계 를 가진다. 라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가 미래  장잠재  차이  인해 변동  가능  

높지 않  것  나타난다.  

<  6>과 <  7>  결과를 종합 면, 재  실 자   

장 이 높아  주주-채권자 간 이해가 일  가능 이 높  업에 는 

주주지분 상승 는 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다고 

해   있다. 면, 실 자 회가 부족  업에 는 지속 인 

자보다 분  는 주주   보를 는 채권자 간에 

갈등이 생  가능 이 높다. 라  주주 사결 권이 강해질 경우에 

채권자  이익 침해에  우 가 커지  에 주주지분 상승 는 

주주  존재 시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게 다고 해  

 있다.  

 

4.3. 주주권  향  

 

<  8>  주주지분과 타인자본 용 간  계에  업  

경 자견 강도가 미 는 향  보고 다.  A는 종속변 를  

 같  회계 간  자료를 이용 여  독립변 를 포함 는 모  

분 결과이며,  B는 종속변 보다 1  이  회계 간  자료를 

이용 여  독립변 를 포함 는 모  분 결과이다.   모  

사  결과를 나타낸다. 우 , 모  (1)에  IND_SHARE  

BLOCK_FOR가 각각 통계   양(+)  회귀계 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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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_SHARE  RIGHTS  차항이 통계   (-)  

회귀계 를 가진다. 라  개인 주주지분  상승이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주  RIGHTS가 높  업들에 해 나타난 결과임  알  

있다. 모  (3)에  BLOCK_FOR가 통계   양(+)  회귀계 를 

가지고, BLOCK_FOR  RIGHTS  차항이 통계   (-)  

회귀계 를 가진다. 라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에 

여 지만, 역시 주  RIGHTS이 높  업들에 해 나타난 결과임  알 

 있다. 주주권  연속변  신 미변  나타낸 모  (2)  (4)에  

IND_SHARE  WK_RIGHTS  차항  BLOCK_FOR  

WK_RIGHTS  차항  회귀계 가 모  각각 통계   

양(+)  부 를 가진다. , 모  (2)에  차항  값  

IND_SHARE  값보다 크다. 라  WK_RIGHTS는 주주권 강도가 

본  1/4분  미만일  1, 아닐  0  값  가지는 미변 이므  

이 결과는 주주권 이 약   개인 주주지분  상승이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는 면, 주주권 이 강  는 이런 경향이 히 약 며 

타인자본 용  상승  래 지 다는 것  나타낸다.  

고 효과회귀분  결과를 보고 는 <  9>도 사  모습  보인다. <  

8>과 <  9>  결과를 종합 면, 주주권보 가 강  는 주주지분 상승 

는 주주  존재가 경 자 리인 를 므  업  창출  

고 여 채권자  이익에도 리함  나타낸다고 해   있다. 면, 

주주권보 가 약  업일  주주가 자신  이익   사결  

추구 는 과 에  소액주주 는 채권자 등 업 외부자  이익  침해  

우 가 있어  주주지분 상승이나 주주  존재가 경 자 리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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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는 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 는 것  해   있다. 

 

 

5. 결론 

 

주주는 경 자를 감시함 써 효 인 사결  견 는 

능  다. 특히 개인 주주는 장 자결  등에  경 자  근시안  

사결  경향    있다. 이는 업  미래 창출  

고함 써 채 이행가능  높이  에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다. 그러나 주주는 동시에 채권자 등 외부 자자  이익에 우 여 

자신  이익  추구  인  가진다. 이러  인  주주-채권자 갈등  

첨 게 는 업특 이 존재 거나 주주  사 이익 추구에  

견 가 약  업특 이 존재   강 다. 편, 주주  존재 는 

주주지분  증가는 업 사결 에  주주  향  높이  에, 

상  특 이 존재 는 업에  주주  향  증 는 채권자  여  

상   높  보상  요구 게 다. 

본 논  분 결과에 면, 첫째, 타인자본 존도가 낮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는 면, 타인자본 존도가 높  업에 는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상승  다. 째, 

자 회가 많  업에 는 개인 주주지분  상승  외국인주주  존재가 

모  타인자본 용  락에 여 는 면, 자 회가  업에 는 

이러  향이 약 는 것  나타난다. 즉, 불충분  자 회는 



 

75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채권자 이익침해를 

가 는 향  작용 게 는 인  공 다. 째, 주주권 보 가 

강  업에 는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타인자본 용  락  이끄는 것  나타난 면, 주주권 보 가 약  

업에 는 이러  향이 약 는 것  나타난다. 즉, 경 권  보  

주체에  견 권 이 강   개인 주주지분  상승 는 외국인주주  

존재가 채권자  이익  고 는 향  작용 다고 해   있다. 

라  주주  존재 는 높  주주지분  평균  

타인자본 용에  작용 지만, 타인자본 존도가 높거나 는 

자 회가 부족  업에 는 이러  향  약 시  그 지 않  

업에 해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게 다. , 

주주권  보  도가 약해  주주  사 이익 추구 인에  견 가 

강 지 않  업에 도, 주주  사결 권 강 가 채권자 이익침해에 

 우 를 높이  에 그 지 않  업에 해  상  높  

타인자본 용  부담 는 결과를 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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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   

변   

DEBT_COST 

[(이자 용+ 사채이자)/ [{( 부채 – 이연부채) + 

(당 부채 – 당 이연부채)}/2] 

IND_SHARE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FOR_SHARE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 FOR_SHARE 가 본   과면 1, 아니면 0 

LEVERAGE 부채/ 자산 

HI_LEV LEVERAGE가 본   과면 1, 아니면 0 

MTB (보통주 시가 액 + 우 주 시가 액 + 부채)/ 자산 

LO_MTB MTB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RIGHTS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업지 구조지   ‘주주권리보 ’ 항목  를 각 

연도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값 

CAPEX 실 자지출액/ 자산 

LO_CAPEX CAPEX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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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_RIGHTS RIGHTS 가 본  1/4분  미만이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INT_COMP 업이익/(이자 용 + 사채이자) 

PROFIT 업이익/ 자산 

CASH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SALES_GR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CHA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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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량 

본  2003 부  2008  간 동안 국거래소  가증권시장에 상장  업  산업에 속 지 않 며 지주회사가 아닌 업  

분 에 사용  모든 자료를 구   있는 연도   구 었 며  2,656개  (firm-year)가 포함 어 있 . DEBT_COST

는 [(이자 용+ 사채이자)/ [{( 부채 – 이연부채) + (당 부채 – 당 이연부채)}/2],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

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FOR_SHARE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LEVERAGE는 부채/ 자산, MTB는 (보통주 시가 액 + 우 주 시가 액 + 부채)/ 자산, CAPEX는 자지

출액/ 자산, RIGHTS는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업지 구조지   ‘주주권리보 ’항목  를 각 연도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값, LNASSET  ln(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임. 

. 

variables mean S.D. min 1Q median 3Q max 

DEBT_COST 0.029  0.020  0.000  0.015  0.028  0.041  0.206  

IND_SHARE 0.216  0.184  0.000  0.011  0.206  0.352  0.788  

FOR_SHARE 0.098  0.145  0.000  0.002  0.030  0.13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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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AGE  0.459  0.199  0.051  0.316  0.462  0.594  2.141  

MTB 0.967  0.530  0.188  0.690  0.844  1.084  9.678  

CAPEX 0.040  0.048  0.000  0.009  0.025  0.054  0.467  

RIGHTS 0.550  0.092  0.211  0.486  0.556  0.622  0.809  

LNASSET 26.224  1.442  21.427  25.257  25.961  26.983  31.915  

PROFIT 0.041  0.079  -0.752  0.015  0.043  0.077  0.490  

CASH 0.102  0.098  0.000  0.030  0.070  0.147  0.688  

SALES_GR 0.071  0.257  -0.741  -0.012  0.058  0.128  5.198  

CHAEBOL 0.064  0.245  0.000  0.000  0.000  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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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변 간 상 계 

본  2003 부  2008  간 동안 국거래소  가증권시장에 상장  업  산업에 속 지 않 며 지주회사가 아닌 업  

분 에 사용  모든 자료를 구   있는 연도   구 었 며  2,656개  (firm-year)가 포함 어 있 . IND_SHARE

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FOR_SHARE는 외국

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LEVERAGE는 부채/ 자산, MTB는 (보통주 시가 액 + 우 주 시가 액 + 부채)/ 자산, 

CAPEX는 자지출액/ 자산, RIGHTS는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업지 구조지   ‘주주권리보 ’항목  

를 각 연도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값, LNASSET  ln(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임. 

 

 

DEBT_ 

COST 

IND_ 

SHARE 

FOR_ 

SHARE 
LEVERAGE MTB CAPEX RIGHTS LNASSET PROFIT CASH 

SALES_

GR 

IND_SHARE -0.09* 
          

FOR_SHARE -0.2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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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RAGE  0.48* -0.18* -0.11* 
        

MTB -0.01 -0.21* 0.22* 0.19* 
       

CAPEX -0.05* -0.02 0.06* 0.01 0.07* 
      

RIGHTS -0.17* 0.30* 0.09* -0.18 -0.01 0.02 
     

LNASSET -0.11* -0.24* 0.51* 0.10* 0.08* 0.03 -0.08* 
    

PROFIT -0.24* 0.03 0.27* -0.22* 0.03 0.08* 0.11* 0.29* 
   

CASH -0.27* 0.01 0.16* -0.32* 0.09* -0.11* 0.10* -0.11* 0.10* 
  

SALES_GR -0.07* -0.06* 0.07* 0.07* 0.11* 0.10* 0.07* 0.12* 0.23* -0.03 
 

CHAEBOL -0.07* -0.26* 0.20* 0.05* 0.14* 0.04 -0.15* 0.43* 0.05* 0.0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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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인자본 존도  향 (합동회귀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타인자본 존도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를 합동회귀모  분  결과를 나타냄.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면 0, LEVERAGE는 부채/ 자산, HI_LEV는 

LEVERAGE가 본   과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INT_COMP는 업이익/(이자 용 + 사채이자),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과 업 cluster 효과를 

동시에  차  계산  t-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Panel A.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 [{( 부채 – 이연부채)t-1 + ( 부채 – 이연부채)t}/2] 

 
(1) (2) (3) (4) (5) (6) 

IND_SHARE -0.007** -0.023*** -0.010*** 
   

 (-2.34) (-3.34) (-2.85) 
   

IND_SHARE × LEV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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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IND_SHARE × HI_ LEV 
  

0.007* 
   

 
  

(1.81) 
   

BLOCK_FOR 
   

-0.002 -0.008* -0.003* 

 
   

(-1.43) (-1.85) (-1.84) 

BLOCK_FOR × LEV 
    

0.011 
 

 
    

(1.33) 
 

BLOCK_FOR × HI_ LEV 
     

0.002 

 
     

(1.18) 

LNASSET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3.01) (-3.08) (-3.05) (-2.24) (-2.30) (-2.29) 

LEVERAGE 0.050*** 0.043*** 0.047*** 0.050*** 0.041*** 0.047*** 

 (14.08) (8.81) (11.47) (14.24) (5.11) (10.28) 

CASH  -0.020*** -0.018*** -0.020*** -0.020*** -0.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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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3.49) (-3.71) (-3.70) (-3.49) (-3.68) 

PROFIT -0.015* -0.017** -0.016** -0.016** -0.018** -0.017** 

 (-1.94) (-2.11) (-2.00) (-2.11) (-2.08) (-2.12)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2.42) (-2.39) (-2.42) (-2.37) (-2.33) (-2.32) 

CAHEBOL  -0.003 -0.003 -0.003 -0.003 -0.002 -0.002 

 (-1.36) (-1.33) (-1.32) (-1.10) (-1.08) (-1.07)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0.3869 0.3914 0.3885 0.3851 0.3867 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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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1/ [{( 부채 – 이연부채)t + ( 부채 – 이연부채)t+1}/2] 

 
(1) (2) (3) (4) (5) (6) 

IND_SHARE -0.005* -0.022*** -0.009** 
   

 (-1.76) (-2.82) (-2.34) 
   

IND_SHARE × LEV 
 

0.038** 
    

 
 

(2.39) 
    

IND_SHARE × HI_ LEV 
  

0.009* 
   

 
  

(1.95) 
   

BLOCK_FOR 
   

-0.003* -0.013** -0.005** 

 
   

(-1.89) (-2.38) (-2.55) 

BLOCK_FOR × LEV 
    

0.019** 
 

 
    

(2.05) 
 

BLOCK_FOR × HI_ LEV 
     

0.004** 

 
     

(2.26) 

LNASSET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89 

 

 (-2.45) (-2.50) (-2.49) (-1.69) (-1.79) (-1.80) 

LEVERAGE 0.047*** 0.040*** 0.044*** 0.047*** 0.032*** 0.041*** 

 (11.87) (7.09) (8.98) (11.89) (3.29) (7.12) 

CASH  -0.023*** -0.021*** -0.023*** -0.023*** -0.021*** -0.023*** 

 (-4.65) (-4.35) (-4.55) (-4.56) (-4.13) (-4.49) 

PROFIT -0.011 -0.013* -0.012 -0.012 -0.014* -0.013* 

 (-1.41) (-1.77) (-1.56) (-1.56) (-1.89) (-1.77)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2.47) (-2.44) (-2.47) (-2.40) (-2.36) (-2.33) 

CAHEBOL  -0.004* -0.004* -0.004 -0.004 -0.004 -0.003 

 (-1.68) (-1.65) (-1.63) (-1.50) (-1.47) (-1.44)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0.3840 0.3892 0.3866 0.3839 0.3892 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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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 [{( 부채 – 이연부채)t-1 + ( 부채 – 이연부채)t}/2] 

 
(1) (2) (3) (4) (5) (6) 

IND_SHARE -0.010*** -0.072*** -0.025*** 
   

 (-2.80) (-11.10) (-6.36) 
   

IND_SHARE × LEV 
 

0.148*** 
    

 
 

(10.26) 
    

IND_SHARE × HI_ LEV 
  

0.039*** 
   

 
  

(9.61) 
   

BLOCK_FOR 
   

-0.006*** -0.030*** -0.013*** 

 
   

(-2.94) (-11.33) (-5.76) 

BLOCK_FOR × LEV 
    

0.057*** 
 

 
    

(15.33) 
 

BLOCK_FOR × HI_ LEV 
     

0.015*** 

 
     

(12.16) 

LNASSET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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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2.32) (-2.03) (-0.13) (-2.19) (-1.51) 

INT_COM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92) (-2.56) (-2.80) (-3.21) (-3.17) (-3.01) 

CASH  -0.056*** -0.030*** -0.042*** -0.055*** -0.023*** -0.038*** 

 (-9.27) (-4.89) (-7.07) (-9.14) (-3.95) (-6.58) 

PROFIT -0.041*** -0.033*** -0.035*** -0.040*** -0.028*** -0.030*** 

 (-3.85) (-3.35) (-3.42) (-3.75) (-2.93) (-3.03) 

SALES_GR 0.000 -0.002 -0.001 -0.000 -0.003 -0.002 

 (0.01) (-0.88) (-0.58) (-0.09) (-1.48) (-0.81) 

CAHEBOL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1.26) (-0.74) (-0.80) (-0.94) (-0.79) (-0.68)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237 2237 2237 2237 2237 2237 

Adjusted R2 0.1961 0.3284 0.2716 0.1962 0.3915 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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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D.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1/ [{( 부채 – 이연부채)t + ( 부채 – 이연부채)t+1}/2] 

 
(1) (2) (3) (4) (5) (6) 

IND_SHARE -0.008** -0.066*** -0.021*** 
   

 (-2.11) (-10.44) (-5.53) 
   

IND_SHARE × LEV 
 

0.142*** 
    

 
 

(9.64) 
    

IND_SHARE × HI_ LEV 
  

0.037*** 
   

 
  

(9.45) 
   

BLOCK_FOR 
   

-0.006*** -0.030*** -0.013*** 

 
   

(-2.96) (-11.55) (-5.84) 

BLOCK_FOR × LEV 
    

0.056*** 
 

 
    

(16.32) 
 

BLOCK_FOR × HI_ LEV 
     

0.015*** 

 
     

(12.97) 

LNASSET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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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 (-1.80) (-1.53) (0.16) (-1.87) (-1.20) 

INT_COM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10) (-0.03) (0.01) (0.20) (0.85) (0.53) 

CASH  -0.055*** -0.030*** -0.043*** -0.055*** -0.023*** -0.038*** 

 (-9.45) (-5.17) (-7.27) (-9.26) (-4.03) (-6.58) 

PROFIT -0.051*** -0.043*** -0.044*** -0.050*** -0.038*** -0.040*** 

 (-4.84) (-4.44) (-4.49) (-4.77) (-4.09) (-4.14) 

SALES_GR 0.000 -0.001 -0.001 -0.000 -0.003* -0.001 

 (0.11) (-0.91) (-0.56) (-0.03) (-1.67) (-0.87) 

CAHEBOL  -0.004 -0.003 -0.003 -0.003 -0.003 -0.003 

 (-1.49) (-0.99) (-1.05) (-1.29) (-1.17) (-1.04)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237 2237 2237 2237 2237 2237 

Adjusted R2 0.2065 0.3395 0.2822 0.2103 0.4177 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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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타인자본 존도  향 (고 효과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타인자본 존도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를 고 효과모 (fixed-effect model)  추

 결과를 나타냄. 종속변 는 [(이자 용+사채이자)/[( 부채– 이연부채)+( 말 부채– 말이연부채)/2],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면 0, LEVERAGE는 부채/ 자산, HI_LEV는 LEVERAGE가 본   

과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PROFIT  업

이익/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차  계산  t-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1) (2) (3) (4) (5) (6) 

IND_SHARE -0.008 -0.031*** -0.010* 
   

 (-1.40) (-3.00) (-1.70) 
   

IND_SHARE × LEV 
 

0.046** 
    

 
 

(2.44) 
    

IND_SHARE × HI_ LEV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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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BLOCK_FOR 
   

-0.000 -0.007** -0.001 

 
   

(-0.14) (-2.17) (-1.02) 

BLOCK_FOR × LEV 
    

0.014** 
 

 
    

(2.06) 
 

BLOCK_FOR × HI_ LEV 
     

0.002* 

 
     

(1.88) 

LNASSET 0.000 0.000 0.000 -0.002*** -0.002*** -0.002*** 

 (0.21) (0.10) (0.20) (-3.52) (-3.76) (-3.68) 

LEVERAGE 0.023*** 0.017*** 0.023*** 0.033*** 0.023*** 0.031*** 

 (4.66) (2.84) (4.32) (9.88) (3.57) (7.71) 

CASH  -0.010* -0.010* -0.010* -0.020*** -0.019*** -0.020*** 

 (-1.92) (-1.86) (-1.92) (-4.54) (-4.29) (-4.53) 

PROFIT -0.012 -0.012 -0.012 -0.013 -0.0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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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1.23) (-1.22) (-1.42) (-1.57) (-1.46) 

SALES_GR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86) (-0.89) (-0.87) (-1.83) (-1.82) (-1.80)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within) 0.0877 0.0930 0.0884 0.0828 0.0875 0.0844 

Adjusted R2 (between) 0.3140 0.3166 0.3145 0.3993 0.3864 0.3932 

Adjusted R2 (overall) 0.2419 0.2501 0.2433 0.2970 0.2958 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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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  향 (합동회귀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장  도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를 합동회귀모  분  결과를 나타냄.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면 0, MTB는 (보통주 시가 액 + 우 주 시가

액 + 부채)/ 자산, LO_MTB는 MTB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CAPEX는 자지출액/ 자산, LO_CAPEX는 

CAPEX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

권)/ 자산, LEVERAGE는 부채/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과 업 cluster 효과를 동시에  

차  계산  t-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Panel A.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 [{( 부채 – 이연부채)t-1 + ( 부채 – 이연부채)t}/2] 

 
(1) (2) (3) (4) (5) (6) (7) (8) 

IND_SHARE -0.001 -0.010*** -0.003 -0.010*** 
    

 (-0.16) (-3.28) (-0.83)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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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_SHARE × MTB -0.007* 
       

 (-1.86) 
       

IND_SHARE × LO_ MTB 
 

0.006** 
      

 
 

(1.99) 
      

IND_SHARE × CAPEX 
  

-0.097*** 
     

 
  

(-3.11) 
     

IND_SHARE × LO_ CAPEX 
   

0.008*** 
    

 
   

(3.03) 
    

BLOCK_FOR 
    

-0.000 -0.003* -0.001 -0.004*** 

 
    

(-0.12) (-1.71) (-0.45) (-2.61) 

BLOCK_FOR × MTB 
    

-0.002** 
   

 
    

(-2.25) 
   

BLOCK_FOR × LO_ MTB 
     

0.00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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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_FOR × CAPEX 
      

-0.041*** 
 

 
      

(-4.07) 
 

BLOCK_FOR × LO_ CAPEX 
       

0.004*** 

 
       

(4.17) 

LNASSET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3.03) (-3.01) (-3.06) (-2.99) (-2.21) (-2.16) (-2.25) (-2.09) 

LEVERAGE 0.051*** 0.051*** 0.050*** 0.050*** 0.052*** 0.051*** 0.050*** 0.050*** 

 (13.82) (13.92) (14.12) (14.18) (14.18) (13.75) (14.35) (14.48) 

PROFIT -0.014* -0.014* -0.013* -0.013* -0.015* -0.015* -0.014* -0.014* 

 (-1.74) (-1.72) (-1.66) (-1.69) (-1.85) (-1.88) (-1.84) (-1.84) 

CASH -0.019*** -0.020*** -0.021*** -0.021*** -0.018*** -0.019*** -0.022*** -0.021*** 

 (-3.62) (-3.72) (-4.03) (-3.96) (-3.47) (-3.57) (-4.08) (-4.01)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2.34) (-2.38) (-2.37) (-2.34) (-2.17) (-2.32) (-2.2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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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EBOL -0.003 -0.003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1.33) (-1.37) (-1.40) (-1.42) (-0.88) (-0.99) (-1.09) (-0.92)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0.3881 0.3883 0.3909 0.3898 0.3880 0.3859 0.3928 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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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1/ [{( 부채 – 이연부채)t + ( 부채 – 이연부채)t+1}/2] 

 
(1) (2) (3) (4) (5) (6) (7) (8) 

IND_SHARE -0.002 -0.009*** -0.004 -0.007**

 (-0.48) (-2.63) (-1.22) (-2.26)

IND_SHARE × MTB -0.003

 (-0.90)

IND_SHARE × LO_ MTB 0.006**

 (2.05)

IND_SHARE × CAPEX -0.032

 (-1.41)

IND_SHARE × LO_ CAPEX 0.004

 (1.53)

BLOCK_FOR -0.002 -0.004** -0.003 -0.004**

 (-1.23) (-2.42) (-1.5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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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_FOR × MTB -0.001

 (-0.49)

BLOCK_FOR × LO_ MTB 0.002**

 (2.02)

BLOCK_FOR × CAPEX -0.010

 (-1.18)

BLOCK_FOR × LO_ CAPEX 0.001*

 (1.71)

LNASSET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46) (-2.45) (-2.47) (-2.44) (-1.67) (-1.58) (-1.69) (-1.63)

LEVERAGE 0.048*** 0.048*** 0.047*** 0.047*** 0.048*** 0.049*** 0.047*** 0.047***

 (11.60) (11.80) (11.90) (11.92) (11.42) (11.72) (11.91) (11.95)

PROFIT -0.011 -0.010 -0.011 -0.010 -0.012 -0.010 -0.012 -0.011

 (-1.32) (-1.21) (-1.32) (-1.28) (-1.49) (-1.35) (-1.49) (-1.44)

CASH -0.023*** -0.023*** -0.024*** -0.024*** -0.022*** -0.022*** -0.0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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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4.55) (-4.68) (-4.70) (-4.50) (-4.38) (-4.59) (-4.65)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2.41) (-2.41) (-2.45) (-2.41) (-2.36) (-2.30) (-2.37) (-2.36)

CAHEBOL -0.004* -0.004* -0.004* -0.004* -0.003 -0.003 -0.004 -0.003

 (-1.66) (-1.68) (-1.69) (-1.70) (-1.45) (-1.36) (-1.50) (-1.44)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0.3843 0.3856 0.3844 0.3848 0.3841 0.3857 0.3843 0.3850

 

  



 

104 

 

<  7> 장  향 (고 효과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장  도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를 고 효과모 (fixed-effect model)  추

 결과를 나타냄. 종속변 는 [(이자 용+사채이자)/[( 부채– 이연부채)+( 말 부채– 말이연부채)/2],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면 0, MTB는 (보통주 시가 액 + 우 주 시가 액 + 부채)/ 자산, 

LO_MTB는 MTB가 본   미만이면 1, 아니면 0, CAPEX는 자지출액/ 자산, LO_CAPEX는 CAPEX가 본   미만

이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LEVERAGE는 부

채/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

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차  계산  t-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1) (2) (3) (4) (5) (6) (7) (8) 

IND_SHARE -0.004 -0.008 -0.006 -0.013**

 (-0.63) (-1.22) (-1.04) (-2.09)

IND_SHARE × MTB -0.004



 

105 

 

 (-1.18)

IND_SHARE × LO_ MTB -0.001

 (-0.53)

IND_SHARE × CAPEX -0.080**

 (-2.31)

IND_SHARE × LO_ CAPEX 0.007***

 (3.36)

BLOCK_FOR 0.003 0.000 0.002 -0.001

 (1.53) (0.24) (1.05) (-0.89)

BLOCK_FOR × MTB -0.002***

 (-2.82)

BLOCK_FOR × LO_ MTB -0.000

 (-0.37)

BLOCK_FOR × CAPEX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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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BLOCK_FOR × LO_ CAPEX 0.003***

 (3.19)

LNASSET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0.17) (0.21) (0.28) (0.26) (0.14) (0.15) (0.37) (0.24)

LEVERAGE 0.024*** 0.023*** 0.024*** 0.023*** 0.025*** 0.024*** 0.024*** 0.024***

 (4.68) (4.56) (4.69) (4.69) (4.92) (4.66) (4.87) (4.89)

PROFIT -0.011 -0.012 -0.011 -0.011 -0.009 -0.012 -0.011 -0.011

 (-1.11) (-1.24) (-1.15) (-1.15) (-0.94) (-1.21) (-1.19) (-1.15)

CASH -0.010* -0.011* -0.011** -0.010* -0.010* -0.011* -0.012** -0.011**

 (-1.84) (-1.93) (-2.03) (-1.92) (-1.83) (-1.92) (-2.21) (-2.02)

SALES_GR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86) (-0.85) (-0.87) (-0.87) (-0.81) (-0.80) (-0.86) (-0.87)

YEAR_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07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within) 0.0930 0.0884 0.0894 0.0874 0.0875 0.0844 0.0953 0.0898

Adjusted R2 (between) 0.3166 0.3145 0.4042 0.4013 0.3864 0.3932 0.4043 0.4050

Adjusted R2 (overall) 0.2501 0.2433 0.3039 0.3031 0.2958 0.2967 0.3053 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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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주권  향 (합동회귀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주주권  도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

를 합동회귀모  분  결과를 나타냄.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

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

면 0, RIGHTS는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업지 구조지   ‘주주권

리보 ’항목  를 각 연도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값, WK_RIGHTS는 RIGHTS가 본  일사분  미만이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LEVERAGE는 부채/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과 업 cluster 효과를 동시에  차  계산  t-

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Panel A. 종속변  = [(이자 용+ 사채이자)t/ [{( 부채 – 이연부채)t-1 + ( 부채 

– 이연부채)t}/2] 

 
(1) (2) (3) (4) 

IND_SHARE 0.034*** -0.008*** 
  

 (2.87) (-2.84) 
  

IND_SHARE × RIGHTS -0.070*** 
   

 (-3.51) 
   

IND_SHARE × WK_RIGHTS 
 

0.010** 
  

 
 

(2.39) 
  

BLOCK_FOR 
  

0.008** -0.003* 

 
  

(2.16) (-1.76) 

BLOCK_FOR × RIGHTS 
  

-0.01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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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_FOR × WK_RIGHTS 
   

0.002* 

 
   

(1.91) 

LNASSET -0.001*** -0.001*** -0.001** -0.001** 

 (-3.11) (-3.00) (-2.28) (-2.26) 

LEVERAGE 0.049*** 0.050*** 0.049*** 0.050*** 

 (14.00) (13.98) (13.68) (13.96) 

PROFIT -0.015* -0.015** -0.016** -0.016** 

 (-1.95) (-1.98) (-2.02) (-2.08) 

CASH -0.018*** -0.019*** -0.018*** -0.019*** 

 (-3.53) (-3.65) (-3.49) (-3.60)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2.35) (-2.39) (-2.19) (-2.31) 

CAHEBOL -0.003 -0.003 -0.003 -0.003 

 (-1.38) (-1.40) (-1.48) (-1.25)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0.3869 0.3932 0.3897 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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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종속변  = [(이자 용 + 사채이자)t+1/ [{( 부채 – 이연부채)t + 

( 부채 – 이연부채)t+1}/2] 

 
(1) (2) (3) (4) 

IND_SHARE 0.032*** -0.007**
 

 (2.83) (-2.34)
 

IND_SHARE × RIGHTS -0.065***
 

 (-3.35)
 

IND_SHARE × WK_RIGHTS 0.012***
 

 (2.74)
 

BLOCK_FOR 0.006* -0.003**

 (1.66) (-2.19)

BLOCK_FOR × RIGHTS -0.016*** 

 (-2.88) 

BLOCK_FOR × WK_RIGHTS 
 

0.002*

 
 

(1.65)

LNASSET -0.001** -0.001** -0.001* -0.001*

 (-2.54) (-2.45) (-1.71) (-1.70)

LEVERAGE 0.047*** 0.047*** 0.046*** 0.047***

 (11.81) (11.79) (11.52) (11.73)

PROFIT -0.011 -0.012 -0.012 -0.012

 (-1.42) (-1.44) (-1.50) (-1.54)

CASH -0.022*** -0.022*** -0.022*** -0.022***

 (-4.40) (-4.46) (-4.36) (-4.43)

SALES_GR -0.004** -0.004** -0.004** -0.004**

 (-2.38) (-2.43) (-2.19) (-2.34)

CAHEBOL -0.004* -0.004* -0.0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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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71) (-1.81) (-1.63)

INDUSTRY_DUMMY  yes yes yes yes 

YEAR_DUMMY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
2 0.3840 0.3898 0.3882 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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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권  향 (고 효과모 ) 

주주지분이 타인자본 용에 향  미   주주권 에 라 다르게 향  미 는지를 고

효과모 (fixed-effect model)  추  결과를 나타냄. 종속변 는 [(이자 용+사채이

자)/[( 부채– 이연부채)+( 말 부채– 말이연부채)/2], IND_SHARE는 주주 개인, 

가족, 인척  개인 주주가 실질  향  미 는 리재단이 보 고 있는 지분

 합계, BLOCK_FOR는 외국인주주가 보 고 있는 지분  합계가 본   과면 

1, 아니면 0, RIGHTS는 국 업지 구조개 원(KCGS)에  평가  업지 구조지   

‘주주권리보 ’항목  를 각 연도별    개별 업  가 차지 는  

계산  값, WK_RIGHTS는 RIGHTS가 본  일사분  미만이면 1, 아니면 0, LNASSET

 ln( 자산), LEVERAGE는 부채/ 자산, PROFIT  업이익/ 자산, CASH는 (   

등가  + 단 상품 + 시장 가증권)/ 자산, SALES_GR는 과거 3 간 평균 매출

액 장 , CAHEBOL  삼 , 자동차, LG, SK, 진 그룹에 속 면 1, 아니면 0, N  

 임.  안  이분산   차  계산  t-value이며, ***, **, *  각각 

1%, 5%, 10% 에  통계  함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 항이 포함 어 

있 . 

 

 
(1) (2) (3) (4) 

IND_SHARE 0.013 -0.009

 (1.23) (-1.52)

IND_SHARE × RIGHTS -0.038**

 (-2.22)

IND_SHARE × WK_RIGHTS 0.006**

 (2.00)

BLOCK_FOR 0.008* -0.000

 (1.82) (-0.06)

BLOCK_FOR × RIGHTS -0.014**

 (-2.00)

BLOCK_FOR × WK_RIGHTS 0.00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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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SSET 0.000 0.000 0.000 0.000

 (0.18) (0.21) (0.13) (0.16)

LEVERAGE 0.023*** 0.023*** 0.023*** 0.024***

 (4.60) (4.64) (4.49) (4.63)

PROFIT -0.012 -0.012 -0.012 -0.012

 (-1.22) (-1.24) (-1.23) (-1.22)

CASH -0.010* -0.010* -0.010* -0.010*

 (-1.86) (-1.87) (-1.85) (-1.89)

SALES_GR -0.003 -0.003 -0.003 -0.003

 (-0.86) (-0.86) (-0.79) (-0.80)

YEAR_DUMMY yes yes yes yes 

Number of observations 2656 2656 2656 2656 

Adjusted R2 (within) 0.0859 0.0850 0.0869 0.0836

Adjusted R2 (between) 0.4007 0.3970 0.4039 0.4014

Adjusted R2 (overall) 0.3034 0.2995 0.3025 0.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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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A> 본  연도별/산업별 분포 

 

A.1 연도별 분포 

 

 

 

 

  

연도   본에  (%) 

2003 427 16.1 

2004 433 16.3 

2005 435 16.4 

2006 444 16.7 

2007 426 16.0 

2008 491 18.5 

Total 2,6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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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산업별 분포 

국 산업분 (KSIC) 상  분 에  앞   자리 자를 이용함 
  

산업   본에  (%) 

식료품 조업 170 6.4 

품 조업( 복 외) 58 2.2 

복, 복액 리  모 품 조업 92 3.5 

펄 , 종이  종이 품 조업 122 4.6 

질  품 조업( 약품 외) 397 15.0 

료용 질  약품 조업 186 7.0 

속 품 조업 123 4.6 

1차 속 조업 244 9.2 

자부품, 컴퓨 , 상, 향  통신장  조업 196 7.4 

장  조업 106 4.0 

타 계  장  조업 106 4.0 

자동차  트 일러 조업 225 8.5 

, 가스, 증   공 조  공 업 50 1.9 

종합 건 업 168 6.3 

도매  상품 개업 182 6.9 

상운송  이 라인 운송업 80 3.0 

출 업 56 2.1 

부동산업 95 3.6 

합계 2,6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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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B> 회사채 신용등  보  업규모  

 

 

  

시  

(2010  말) 
신용등  보  업 신용등  보 지 않  업 

차이 

(t-value) 

 
 평균(십억원) (십억원)  평균(십억원) (십억원) 

 

자산 221  4,530  1,380  404  286  175  4,244 (5.93 ) 

종업원  222  3,714  1,108  406  507  284  3,207 (5.10) 

매출액 221  4,080  1,120  404  274  168  3,806 (5.83) 

시가 액(평잔) 216 3,010 468 395 216 73 2,794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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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C> 험이자  지 들  Debt_Cost  시계열추이 

 

 

 

 

  

.02

.03

.04

.05

.0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산금채1년물

국고채1년물 

Debt_Cost(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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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D> '주주권리보 '지  구  

국 업지 구조원  업지 구조 평가지   ‘주주권리보 ’ 지 를 산 는 주요 평

가 항  나타냄. 

 

 

 

  

주요 항목 주요 평가 항 

주주권리  보   

행사 편  

l 업지 구조헌장  임직원 리규  도입 

l 집 , 면   자  도입 

l  인 합병  원천  어 단 도입 

l 소 주주권 행사 황 

l 주주 회 개   보 사 공 

소 구조 

l 주주  특 계인  지분  합계 

l 등 임원 지분  합계 

l 계열회사  지분  합계 

특 계인과  거래등 
l 주주  특 계인과  거래실  

l 계열회사  거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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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Essays about the effect of large 

shareholders’ ownership on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Meong Ae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rease of large shareholders’ownership may increase firm value because 

large shareholders‘ incentive to monitor managers reduces agency problems of 

managers. On the other hand, large shareholders’pursuit for their own private 

benefit may result in the decrease of firm value. In the former case large 

shareholders’ goal is compatible with those of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In the latter case, however, large shareholders’ influence on firm’s decisions 

might lead to the decrease of the wealth of other resource provider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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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Since ownership structure with large 

shareholders is found around the world, a study on the effect of block ownership 

on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can be useful information to potential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This paper consists of two essays showing the 

new evidence that facilitates ou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 between large 

shareholders’ ownership and the interest of other resource providers.  

Using unique data on equity transactions between the member firms in 

Korean business groups, the first essay examines how the firm characteristics 

affects the transaction magnitude and how the stock price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responds to such investment. Measurement problems are minimized in this 

study because the data set consists of actual transactions with publicly disclosed 

information. Reverse causality problem of prior studies on the internal capital 

market is also relieved since the event study method is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from the regressions of transaction magnitude suggest that equity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capital market are to transfer resources from a cash 

rich firm to a poorly performing affiliated firm. Motivation for pursuing new 

growth opportunities is not found. Such transactions are beneficial onl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ecause, unlike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controlling shareholders of a business group have a stake in the 

equity issuing firm as well as the equity acquiring firm. The stock market’s 



 

121 

 

negative response to the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supports the 

interpretation. The stock market also shows strongly negative responses to the 

investment in unrelated industries and to the large financial slack of the equity 

acquiring firm. The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acquiring equities of affiliated 

firms is inefficient investment arising from the agency problem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on the transaction magnitude suggests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deters inefficient use of a firm’s resources.  

The second essay examines how the effect of blockholder ownership on the 

cost of debt differs by firm characteristics that can increase the conflict between 

block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is study finds that the increase of individual 

block ownership or existence of foreign block ownership contributes to reducing 

the cost of debt on average, but such contribution becomes weaker or block 

ownership even increases the cost of debt when the firm shows high leverage, 

low growth opportunities, or weak shareholder rights. The results suggest that 

conflict between block shareholders and creditors makes block shareholders 

support the corporate decisions which are favorable to themselves at the 

expenses of creditors. Unlike most prior studies implicitly presuming that block 

ownership either increases or decreases the cost of debt,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of block ownership on the cost of debt differs by the 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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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ing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block shareholders and creditors.  

 

 

 

 

Keywords: agency problems, blockholder ownership, internal capital market,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cost of debt,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and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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