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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5년 이벤

트를 가지고 배당소득세의 인하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과 내부지분

율과의 관련성, 그리고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특별히 본 논문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비율적 변수를 추

가로 사용하고 회귀분석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배당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통제했으며, 배당소득세 인하로 인한 배당반응 기간과 전후 

2년의 기간을 짧게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배당소득세 

변화로 인한 배당효과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 

배당기간에 기업의 특별배당의 빈도수가 늘고, 정기배당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배당성향이 커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회사의 내부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소득세 인하 후 특별배당의 빈도와 

규모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보다 크게 늘렸으며, 이는 더 높은 

내부지분율이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변화에 특별배당이라는 형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배당수익률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식수익률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포트포일수록 주식수익률이 작았

으며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

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배당과 주가가 음의 관계에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배당소득세, 특별배당, 정기배당, 배당성향,

내부지분율, 배당수익률, 주식수익률  

학  번 : 2013-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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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한 과거 연구들을 살

펴보면, 주로 배당의 지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연구와 배당과 주가 및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먼

저, 배당의 지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배당소득

세 변화, 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보유성, 그리고 회사의 내부지분율

에 따른 대리인문제 등이 주로 논의된다. 

 한편, 1)배당과 주가 및 주가수익률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또 다시 

세금효과이론과 배당중립이론으로 크게 나뉜다. Brennan(1970)이 

제시한 세금효과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배당수익

률을 가진 주식에 대해 더 높은 세금 전 위험 조정된 주식수익률을 

가지는데, 이는 자본이득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해 역사적으로 더 높

은 세금을 묻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Black and Scholes(1974)가 주장한 배당중립이론에 따르면, 균형 

상태에서 가치 최대화 행동에 따라 배당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자본이득과 배당이득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상 배당수익률과 위험 조정된 주식수익률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

다고 주장한다.    

 근래 배당과 배당소득세에 관련된 탁월한 연구를 한 Michelle, 

1) Naranjo, Nimalendran, and Ryngaert(1998)에서 인용된 Brennan(1970), Black and 

Scholes(1974)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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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2014,JFE)는 미국에서 1980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들의 

특별배당과 정기배당의 빈도수와 규모가 배당소득세율이 인상되기 

직전 기간에 크게 늘어난 현상과 배당소득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으

로 정기배당이 옮겨지는 현상(shifting)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배당이 투자자 수준의 세금 우호성을 반영해 

투자자의 부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는 기

업의 높은 내부지분율과, 그리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질에 따라 설명

력이 크다고 밝혀냈다. 이들은 내부지분율을 ExecuComp과 

FactSet 데이터를 이용해 3가지 방법으로 측정했으며, G-Index를 

응용해 회사의 지배구조가 좋고 나쁜 것을 통제해 강건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기업의 배당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투자자 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배당정책은 내부지분율이 높을

수록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대리인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과거 연구에서, Chetty and Saez(2005)는 

JGTRRA(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라는 

법제정으로 배당소득세의 인하되어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의 지급

이 증가했음을 밝혔고, 이는 세금 감소로 인한 것임을 설명했다. 그

리고 Blouin, Raedy, and Shackelford(2011) 역시 JGTRRA 제정 

직후에 정기배당으로 대표되는 총 배당지급률이 증가함을 보였고,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소득세가 배당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했다.  

 반면, Floyd, Li, and Skinner(2012)는 JGTRRA 이후 배당이 증가

한 것은 투자자수준의 세금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

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 결론지었다. 실제로 선행연구인 

Chetty and Saez(2005)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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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그들의 발견은 회사들이 샘플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되고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인해 표준적인 시계열 회귀분석이 

유지되지 못하고 둘째, 회사의 수익성, 투자자의 현금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다른 경제적 이벤트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결과

의 강건성이 약하다. 

 이처럼 JGTRRA를 연구한 모든 선행연구들은 배당의 증가를 발견

하였으나,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각기 다른 원인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려사항을 Shevlin(2008)이 제시했는데, 배당의 

증가를 살펴볼 때에는 세금효과를 따로 떼어 보기 위해서 다른 변

수들을 따로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변수들로는 거시적 경제

상황, 투자자의 배당선호도, 그리고 회사이익의 변동성 등이 포함된

다고 Shevlin(2008)은 말한다.      

  본 연구의 주 참고 논문으로 사용된 Michelle, Jeffrey(2014)는 

위와 같은 연구흐름의 한계를 적극 반영하여 매우 좁은 시간프레임

으로 연구단위를 나누어 배당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

들을 제거함으로써 선행연구들보다 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배당소득

세변화와 배당의 반응의 관계를 밝혀냈다. 

 특별히 Michelle, Jeffrey(2014)는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소득세

의 증가의 기대에 대한 배당의 반응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특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배당은 실질적 

현금의 유출을 발생시키며, 회사가 가진 고유의 배당정책 흐름과는 

별도의 추가 배당이기에 일종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들은 미국에서 2011년 1월과 2013년 1월부터 배당소득세가 올라

갈 것이라 기대된 때의 바로 직전인 2010년 12월과 2012년 12월 

전 즈음에 특별배당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두 번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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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배당을 낮은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옮김으

로써 배당소득세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반응은 주주들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자의 부를 증가시

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Michelle, Jeffrey(2014)는 배당소득

세 변화에 관한 연구 중에 최초로 배당의 이동(shifting)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이벤트에 대한 회사의 반응을 보다 명

확히 했으며, 과거의 관련된 논문의 결과에 대해 재입증 할 수 있었

다.  2)Slemrod(1992)에 따르면 세금변화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형

태로 일어날 수 있으며, 경제적 거래의 시기를 먼저 바꾸고, 재무적 

발생거래를 재정비하며, 마지막으로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순서를 

따른다. Slemrod(1992)의 연구와 투자자 부의 최대화 관점에서 배

당소득세 변화에 대해 기대되는 행동재무학적 반응은 2011년 1월

과 2013년 1월에 주던 정기배당을 2010년 12월과 2012년 12월로 

옮김으로써 더 낮은 배당소득세의 시기의 이점을 얻는 것이다. 연구 

결과 그들은 2010년(2012년) 11월과 12월의 특별배당이 다른 기간

에 비해 2배(4배) 늘어나며, 달러로 표시한 특별배당의 규모로는 

$70억의 추가적인 특별배당이 존재한다고 밝혀냈다. 또한 회사들이 

정기배당을 절세효과가 있는 12월말로 1월 배당을 옮김으로 인해 

$20억의 추가적 이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수준의 세

금 변화에 대한 회사의 이러한 반응이 투자자들의 부를 최대화시키

려는 유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ichelle, 

Jeffrey(2014)는 배당소득세 변화에 따른 회사의 반응을 회사의 내

부지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회사의 내부지분율이 높

을수록 특별배당과 정기배당의 이동이 빈번함을 밝혀냈다. 

2) Michelle, Jeffrey(2014)에서 인용된 Slemrod(1992)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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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의 다른 주 참고 논문으로 사용된 Naranjo, 

Nimalendran, and Ryngaert(1998)은 기대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

식들이 주식수익률도 높은지를 연구하였고, 이것이 시장이상 현상으

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세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

았다. 특별히 이들은 선행연구들이 전년도의 사후적 배당을 사용해 

예상배당수익률을 측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회사의 가장 최근의 공

시된 정기배당과 그 월말의 주가를 사용해 보다 정확히 회사의 연 

단위 기대 배당수익률을 측정했다. 또한 이들은 연구방법론에 있어

서 Fama and French(1996)의 방법대로 자본시장가격을 도출하는

데 시장자체와 회사규모, 그리고 시가대비 장부가비율을 위험요인으

로 두고 위험 조정된 주식수익률을 사용했다. 1963년부터 1994년

의 NYSE 위험 조정된 주식수익률이 배당수익률의 증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주식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양의 관계는 배당소득세

가 크게 증가하면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의 주식수익률이 낮아

짐으로써 음의 관계로 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연구 결과 배당소득

세 효과와 세금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과 배당소득세 인하를 통해 기

업의 배당을 이끌어내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로 배당소득세 변화에 따라 한국시장에서의 배당이 움직이는지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현상이 기업의 내

부지분율이라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는 이렇게 배당이 움직일 경우 배당의 증가가 주식수익률을 이끌

어내는지를 배당수익률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주식수익률을 살펴봄

으로써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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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설정

 3)기업의 배당정책은 Chetty and Saez(2005), Blouin, Raedy, 

and Shackelford(2011)에 의해 확인된 결과, 배당소득세 변화에 따

라 투자자 수준의 세금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당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론은 Edgerton(2013), Julio and 

Ikenberry(2004), 그리고 Floyd, Li, and Skinner(2012) 에 의해 

조명된 배당의 증가는 배당소득세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닌 단지 

회사의 수익성과 같은 요소들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와는 배치

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Michelle, Jeffrey(2014)의 보다 정교하

고 통제된 독립변수들과 방법론과 추가적인 변수인 배당성향과 배

당수익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 귀무 가설 1: 배당소득세의 변화에 따른 특별배당이나 정기배당

의 변동 및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는 회

사의 내부지분율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 대립 가설 1: 배당소득세가 낮아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주들의 

세금우호성을 고려해 배당소득세 인하시점 이후에 특별배당이나 정

기배당의 횟수 및 규모를 늘일 것이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증

가할 것이며 이는 회사의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강할 것이다.

3) Michelle, Jeffrey(2014)연구의 논문에서 인용된 Chetty and Saez(2005), Blouin, 

Raedy, and Shackelford(2011), Edgerton(2013), Julio and Ikenberry(2004), Floyd,  

Li, and Skinner(2012) 논문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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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본 Naranjo, 

Nimalendran, and Ryngaert(1998)에 따르면, 주식수익률은 배당수

익률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며 이는 회사 규모와 시장가대비 장부가

비율이라는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효함을 밝혔다.  

 

- 귀무 가설 2: 배당수익률의 고저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

하지 않으며 그 결과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 간의 유의미한 관계

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대립 가설 2: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매

입해 주가가 올라 주식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 내용

 본 논문은 서론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부분에 등장했던 미

국의 배당소득세와 배당의 관계를 내부지분율과 함께 살펴본 

Michelle, Jeffrey(2014)논문과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를 

연구한 Naranjo, Nimalendran, and Ryngaert(1998)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

소득세의 원천세율 1% 인하를 핵심 이벤트로 하여 한국의 코스피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세 변화에 따른 배당 및 배당수익률의 변동을 

살펴보고, 이를 회사의 내부지분율의 고저를 통해 그 양상을 다시 

연구했다. 그리고 배당의 증가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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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요약통계량을 통해 확인해본 배당소득세 인하 후 기업의 배

당의 양상은 특별배당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정기배당의 규모가 크

게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배당성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특별배당을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에 지급해 개인투자자 수준의 

세금 우호적인 배당정책을 편 기업일수록 자산으로 측정된 회사의 

규모가 작았고, 현금밸런스가 다른 기업들보다 높았으며, 회사의 수

익성을 나타내는 ROA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Michelle, 

Jeffrey(2014)의 미국 기업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결과로 한국의 비

금융 상장 기업도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소득세의 변화에 따라  

배당을 변화시켜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둘째, 내부지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내부지분이 높은 회사와 낮

은 회사로 나누어 배당소득세 인하 후 배당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

구샘플 기간 전반적으로는 회사의 내부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가 

보다 수평적일수록 배당소득세 인하에 따라 배당을 세금우호적인 

시기에 늘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

일수록 배당소득세 인하 후 특별배당의 빈도와 규모를 내부지분율

이 낮은 기업보다 크게 늘렸으며, 이는 더 높은 내부지분율이 주주

들의 배당소득세 변화에 특별배당이라는 형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부지분율과의 관계를 살펴

본 회귀분석을 제외한 모든 회귀 분석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

는 ROA와 배당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각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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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주식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제로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월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꾸준히 떨어졌다. 

이를 다시 규모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같은 규모 

내에서는 여전히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위험 외에 Fama and French(1996)의 SMB, 

HML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배당수익률 기준 포트폴리오와 위험 조

정된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강건성 분석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알파 값(초과수익률)이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 배당의 증가가 오히려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

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기 보다는 내부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

는 연구 자료 및 주요 변수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제 3 장에서는 

배당소득세 변동에 따른 특별배당과 정기배당, 배당성향과 배당수익

률의 변화, 그리고 내부지분율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할 것이고, 제 

4 장에서는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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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자료 및 주요 변수

제 1 절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Data Guide의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한국

의 KOSPI에 속하는 비금융기업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승자

편향(Survivor Bias)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기간 동안 존재했던 모

든 기업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4)금융 및 유틸리티기업

은 배당에 있어 산업별 특성으로 인해 분석대상에 맞지 아니하여 

기초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TS2000의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비금융기업의 월별 내부지분율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주주현황

의 보통주식수를 사용하였다. 최대주주현황에는 대주주 1인과 특수 

관계인 및 임원들의 회사 지분보유현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든 내부지분의 합을 해당 연월에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눈 값을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으로 두고, 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든 내부 지분 내역

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의 해당 주식 보유수를 해당 연

월에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눈 값을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로 

명칭했다. 

 본 논문에서는 Michelle, Jeffrey(2014)가 미국 기업에 대해 사용

한 방법대로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을 특별배당과 정기배당 두 가지

로 나누었다. 한국에서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으며 이들은 모

4) Opler, Pinkowitz, Stulz, and Williamso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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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기배당의 범주에 들어가며, 특별배당의 개념이 없다. 본 연구

는 배당소득세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의 증가분을 살피고자 하

였으므로, 특별배당을 연구목적에 맞게 정의해 구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별배당이란 직전 3개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보다 현 시점

의 순이익이 50%이상 증가했으면서 동시에 직전 3개년 동안의 배

당액보다 현 시점의 배당이 50% 이상 증가했을 때, 현 시점의 배당

에서 직전 3개년 동안의 배당액 평균을 뺀 추가 배당액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 샘플 선택 과정과 최종 데이터 샘플 관측수는 

[표1]에 나타나있다. [표1]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793개

의 모든 KOSPI기업의 기업-월 관측치와 총 5,867개의 비금융 

KOSPI기업의 기업-월 관측치, 그리고 총 5,384의 기업-월 내부 지

분 관측치로 행으로 나누어 표현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임원 및 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회사의 내부 지분 데이터는 TS2000

에서 얻었다. 제 1열은 해당 월에 특별배당을 지급한 회사-월 관측

치를 나타낸다. 제 2열은 해당 월에 특별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

배당만 지급한 회사-월 관측치를 나타낸다. 제 3열은 해당 월에 특

별배당이나 정기배당을 지급한 모든 회사-월 관측치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표본은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비금융 코스피 상장기업그룹인데, 이 그룹은 1,071개의 상장기업(중

간에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포함함으로써 승자의 편향을 방지했다)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867개의 정기배당이나 특별배당이 있는 

기업-연도 관측치 수를 갖고 있다. 

제 2 절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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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절에서는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어떻게 

계산되고, 변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의 핵

심의 대부분은 Michelle, Jeffrey(2014) 연구 내용을 참고로 했다.

∙ 특별배당=(직전 3개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보다 현 시점의 순이익

이 50%이상 증가했으면서 동시에 직전 3개년 동안의 배당액보다 

현 시점의 배당이 50% 이상 증가했을 때) 현 시점의 배당 - 직전 

3개년 동안의 배당액 평균

∙ 특별배당의 존재=해당 연월에 특별배당이 존재한다면 1, 아니면 0

인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 정기배당의 존재=해당 연월에 정기배당이 존재한다면 1, 아니면 0

인 표시변수(indicator variable)

∙ 특별배당의 크기=해당 연월에 지급한 2005년 CPI 수준으로 조정

된 원화 표시된 총 특별배당액 

∙ 정기배당의 크기=해당 연월에 지급한 2005년 CPI 수준으로 조정

된 원화 표시된 총 정기배당액 

∙ 배당성향=배당액/순이익=1-유보율

∙ 배당수익률=1주당 배당액/1주당 주가

∙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든 내부지분의 합/ 해당 연월에 유통되는 주식수 총 합

∙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

든 내부지분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의 보유 주식수/ 해당 

연월에 유통되는 주식수 총 합

∙ 현금밸런스=현금/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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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순이익/총 자산

 정의된 위에 있는 계정들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변수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다. 먼저, 특별배당과 특별배당의 존재는 기업의 배당

소득세 변화에 대한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주요 분석 변수로서 특별

배당은 정기배당과는 다르게 어떤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특별배당은 정기 배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속

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배당소득세

가 1% 인하될 때에 맞추어 기업들은 특별배당의 빈도수나 규모를 

높여 세금우호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정기배당의 존재는 

전체 샘플기간의 평균 빈도수에 비해 세율이 내린 후에 정기배당의 

빈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변수이다. 이 역시 배당소

득세 인하 후 그 빈도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배당성향

은 총 순이익에서 배당을 지급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배

당소득세 인하 후 배당 정책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다. 특별

배당의 크기와 정기배당의 크기는 원화로 표시된 총 배당액을 2005

년의 CPI를 기준으로 물가조정을 했다.

 그리고 대리인특성 및 내부지분과 지배구조에 따른 배당정책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과 최대

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 변수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수

익성 및 현금보유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

금밸런스와 ROA 변수를 사용하였다.     

제 3 장 배당 소득세 변동에 따른 배당,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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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의 변화 그리고 내부지

분율과의 관계 실증 분석 

제 1 절 요약통계량

 본 절에서는 앞서 제 2 장의 제 2 절부분인 주요변수에서 설명한 

변수를 중심으로 요약통계량을 구해보았다. [표2]는 정기배당이나 

특별배당이 있었던 비금융 코스피 상장회사들의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회사-월 관측치의 요약통계량을 나타낸다. 따

라서 패널A의 정기배당의 존재는 모든 샘플 구간에 걸쳐 평균과 중

위 값이 1이라는 표시변수 값을 갖게 된다. [표2]에서는 특별배당

이나 정기배당이라는 배당 자체의 변수 외에도 배당을 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이나 한 주당 배당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 변수들

을 추가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배당의 지급이 회사의 순이익에 연

동될 수 있으며 특별배당의 정의 상 순이익이 커질 때 특별배당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간파하고 회사의 수익성과 배당의 연관성을 배제

하기 위해 배당을 비율로 살펴보고자 한 변수들이다. 

 [표2]의 패널A는 관측치를 다양한 기간으로 나누어 표현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8월 30일 한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제회생

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을 10%와 15%

에서 각각 1% 포인트씩 낮추고, 이를 2005년 1월부터 적용한 사건

을 이벤트 사건으로 두었고, 이에 따라 2005년 3월~4월을 배당소

득세의 인하 직후 기업들이 배당소득세 인하에 바로 반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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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당기간으로 두었다. 따라서 [표2]에서는 2005년 3월~4월의 

기간을 전후로 비슷한 시간 구간을 각각 만들어 특별배당 및 정기

배당의 존재와 크기, 그리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대한 비교 분

석을 진행했다. 

 [표2]의 패널A에서 열 별로 t 값이 2가 넘는 유의미한 값들을 위

주로 살펴보면, 배당소득세가 인하된 직후 배당기간에 특별배당의 

존재가 2004년 3월~4월의 2.74%에서 0.1% 포인트 증가해 2.84%

가 되지만, 2006년 3월~4월에는 바로 2.46%로 감소하며 이후 

2007년 3월~4월에는 2.12%로 또 다시 감소한다. 이는 2005년의 

배당소득세 인하에 맞추어 기업들이 특별배당을 2005년 3월~4월에 

일시적으로 반응해 전년보다 늘이고, 그 다음해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배당을 줄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기배당의 크기를 살

펴보면 2005년 3월~4월에 평균 203억 원의 배당지급을 함으로써 

배당소득세가 인하되기 2년 전보다 정기배당을 약 62억 원 더 했으

며, 약 44%정도 정기배당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정기배당도 

역시 이벤트 직후 배당기간 이후인 2006년 3월~4월에는 정기배당

의 크기가 10억 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의 기간별 요약통계량을 살펴보면, 2005년 3월~4월에 배당성

향이 44%로 직전 2년보다 약 10%~14%정도 증가하며, 이 경향은 

배당소득세 인하 후 2년인 2006년 3월~4월까지 61.7%로 증가하며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까지 요약통계량의 결과 값은 배당소득세 인하에 따라 기업이 

특별배당의 빈도수를 늘이고 정기배당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며 

배당성향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에, 배당소득세 인하가 기업의 배

당의 증가를 이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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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의 패널B는 3개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회사별로 몇 가지 특

성을 보여준다. 제 1열은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들로 

구성되고, 제 2열은 특별배당을 했지만 본 연구의 배당소득세 인하

에 따라 기업의 배당정책이 반영되는 2005년 3월~4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특별배당을 한 회사들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제 3열은 배

당소득세 인하 직후 본 연구의 배당 반응기간인 2005년 3월~4월에 

특별배당을 한 회사들로 이뤄져있다. 연구 결과 특별배당을 배당반

응기간 이외에 한 회사들이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들

보다 규모가 크지만, 특별배당을 배당 반응기간에 제 때 한 회사의 

규모는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와 특별배당을 배당반응

기간 이외에 한 회사보다 작았다. 또한 2005년 3월~4월에 특별배

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현금밸러스가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이는 작은 회사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다는 현금보유에 

관한 선행연구(Baumol,195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제 3열

의 회사그룹은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나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 이외의 기간에 특별배당을 한 회사들보다 ROA가 높은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자산 대비 순이익이 높은 회사일수록 배당 

여력이 크고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과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로 표

현된 회사의 내부지분율에 있어서는 2005년 3월~4월에 특별배당을 

지급한 회사가 다른 회사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내부지분율을 보

였다. 또한 특별배당을 한 회사일수록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

은 회사보다 내부 지분율이 작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회사의 내부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가 보다 수평적일수록 배당소득세 인하에 

따라 배당을 개인투자자 수준의 세금수준이 우호적인 시기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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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늘이게 됨을 시사한다.  

제 2 절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 및 규모

 본 연구는 [그림1]에서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특별배

당의 빈도수와 총액 규모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 이를 통해 

2005년 3월~4월 전후의 2년 기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그 외

기간인 2008년~2013년까지의 특별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월 

단위 시간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1]에서는 직전 3개년도

의 순이익과 배당을 필요로 하는 특별배당의 정의 상 2003년부터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와 월별 특별배당의 총액이 나타나게 된다. 또

한 특별배당의 총액은 시점마다 2005년의 CPI 수준으로 물가를 조

정했으며, 단위는 억 원이다. 

 앞서 [표1]의 요약통계량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패널A에서 2005년

의 3월 특별배당의 횟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하며, 2006년에는 특별

배당의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배당소득세 인하로 인한 특별배당의 

즉각적인 효과가 당해 연도에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패

널B에서도 2005년 특별배당의 총액이 이벤트 사건 2년 전보다 평

균적으로 약 100억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 인하 시점 1년 뒤인 2006년에는 특별배당의 지급 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에서 2003년부터 2007년 이외의 기간을 살펴보면, 패널 A

의 월별 특별배당에서는 2010년과 2011년 3~4월의 특별배당의 횟

수가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패널 B에서는 2008년에 특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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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총액이 그 전보다 매우 크게 증가하며 2010년과 2011년에도 

특별배당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인다.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발 경제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기업들

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순이익이 급감하고 특별배당의 지급을 못하

고 있다가,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위기로 미뤘던 배당을 한 

번에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짐작된다. 이렇게 2008년부터는 거

시적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배당의 양상을 보

이게 되며, 2005년 배당소득세 인하 이벤트 사건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사건 전후 2년 정도를 보는 것이 더 타

당하다.    

제 3 절 배당소득세가 특별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

당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예상 배당소득세율의 인하가 특별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값으로 측정하고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Michelle, Jeffrey(2014) 연구에서 사용했던 

특별배당모형을 활용하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변수를 추가함

으로써 [표3]에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특별배당의 존재=년월월+현금밸런스++

++

(2) 배당성향=년월월+현금밸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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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수익률=년월월+현금밸런스++

++

 회귀 식 중에서 2005년 3월/4월 변수는 회사-월 관측치가 본 연

구에서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소득세가 인하 됐을 때 회사가 배당

을 통한 반응을 하리라 예상되는 2005년 3월이나 4월에 해당한다

면 1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0인 표시변수이다. 또한 월 고정 효과와 

연 고정효과를 회귀 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정 월에 특별배당이 

몰리거나 특별배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요인을 통

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월별 고정 효과의 전체 벡

터를 포함시키기 위해 절편은 생략하였다.

 식 (1)~(3)의 은 모두 회사가 보통 월이나 연도에 주는 배당을 

넘어서서 특별히 더 2005년 3월이나 4월에 특별배당이나, 배당성

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표3]의 연

구 결과, 배당관련 종속변수와 2005년 3월 및 4월과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Michelle, Jeffrey(2014)에서 미국의 배당소득세 인상 직전 특정 배

당 연월에 배당의 증가현상과 같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인하 후 연도별로는 배당관

련 변수들이 배당소득세 인하 전년도 보다는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

계수를 갖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표3]의 제 1열에서 연도별 계수 값을 살펴보면 배당

소득세가 인하된 2005년과 특별배당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고 

2년 전인 2003년과 2004년의 0.036과 0.0209의 상관관계에서 

0.3022로 그 값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특별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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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배당소득세 인하 전 2%~3% 포인트 평균보다 높았던 반

면 배당소득세가 인하된 직후 연도인 2005년에 평균보다 특별배당

을 지급하는 회사의 비율이 30.22% 포인트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샘플데이터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 중 대략 

3.45%의 회사-월 관측치만이 특별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2005년

에 특별배당 지급 회사-월 관측치가 30.22% 증가했음은, 평소보다 

약 8.7배 특별배당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2006년이 되면 특별배당

과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 인

하로 인한 특별배당의 지급 빈도수의 유의미한 증가는 이듬해에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의 베타3은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이 높

을수록 특별배당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3]의 

제 2열에서 연도별로 배당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2004

년에서 2006년까지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며, 2004년에 배당을 준 

모든 회사-월 관측치의 배당성향이 약 12% 포인트 증가했고 배당

소득세가 인하된 2005년에는 배당성향이 약 21% 포인트 증가했으

며, 이후 2006년까지 배당성향이 38.11% 포인트 증가한 모습을 보

인다. 따라서 배당성향은 배당소득세 인하 연도 이후에 2년까지 꾸

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3]의 제 3열에서 연도

별로 배당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2003년에서 2006년

까지 유의미한 값이 나왔으며, 2005년 배당을 준 모든 회사-월 관

측치와 배당수익률이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배

당소득세가 인하된 2005년에 배당수익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내부 지분비율에 따른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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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총액

 본 연구는 [그림2]에서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특별배

당의 빈도수와 총액 규모를 회사 내부 지분율의 중위 값을 기준으

로 내부 지분율이 낮은 회사와 높은 회사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

냈다. [그림2]에서는 직전 3개년도의 순이익과 배당을 필요로 하는 

특별배당의 정의 상 2003년부터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와 월별 특별

배당의 총액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특별배당의 총액은 시점마다 

2005년의 CPI 수준으로 물가를 조정했으며, 단위는 억 원이다.

 [그림2]에서 보면 특별배당의 횟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부지분율

이 낮은 회사들이 내부지분이 높은 회사들보다 특별배당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군

이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인 2005년에는 특별배당의 빈도와 지급 총

액 규모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군보다 크게 늘렸다. 특히 패널B

의 특별배당의 총액에서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2004년에서 

배당소득세가 인하 된 직후 연도인 2005년이 되면서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보다 특별배당 지급 규모가 커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더 높은 내부지분율을 가진 회사들

이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변화에 특별배당이라는 형태로 더욱 적극

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한국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들이 순이익을 배당하기 보다는 유보하여 부

가 투자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제 5 절 배당소득세와 내부지분율이 배당성향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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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그림2]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부지분율에 따라 나눈 두 기업군의 

차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Michelle, Jeffrey(2014) 연구에서 사용했던 식(2)을 활용해 종속변

수를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추가함으로써 [표4]에서 다음과 같

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4) 특별배당의 존재=년월월+내부지분율+ 

내부지분율×년월월+현금밸런스++

++

(5) 배당성향=년월월+내부지분율+ 

내부지분율×년월월+현금밸런스++

++

(6) 배당수익률=년월월+내부지분율+ 

내부지분율×년월월+현금밸런스++

++

 위 (4)~(6)의 회귀식에서 내부지분율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식

으로 측정됐다. 첫 번째로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은 

샘플 데이터의 각 회사-월 관측치 중 TS2000에서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든 내부지분의 합을 해당 연월에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은 샘플 데이

터의 각 회사-월 관측치 중 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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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분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의 보유 주식수를 해당 연

월에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표4]의 제 1열과 2열은 종속변수를 특별배당으로 두고 내부지분

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 내부지분율 나타내

는 두 가지 방식의 계수 값과 내부지분율과 2005년 3월/4월의 상호 

작용항(interaction term)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림2]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는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특별배당의 빈도와 지급 총액

이 컸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ROA의 계수가 유

의미하게 양의 값을 갖는데, 이는 회사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특별배

당을 많이 함을 시사한다. 이 회귀 분석에 대해 다양한 배당관련 변

수를 통한 강건성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를 배당성향으로 두고 회귀

분석을 실증적으로 한 결과, 특별배당의 존재를 사용한 앞선 분석과 

매우 흡사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ROA의 계수가 유의미하게 음

의 값으로 나왔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순이익 중

에 배당을 덜 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수익

률을 종속변수로 둔 회귀분석결과,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

율 합의 계수가 유의미하게 음의 값으로 나옴으로서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표4]에서 봤을 때, 배당관련 종속변수와 2005년 3월/4월과

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Michelle, Jeffrey(2014)에서 미국의 배당소득세 인

상 직전 배당예상 연월의 배당의 증가현상과 같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다음 장인 제 4 장에서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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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

이 주가가 높은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제 4 장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

한 실증 연구

제 1 절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와 주식수익률

 제 3 장 배당소득세 변동에 따른 배당의 변화 및 내부지분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배당소득세 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특별배당, 

정기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로 표현되는 배당정책 변화

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렇게 배

당소득세가 인하됨으로써 기업이 배당을 늘인다면, 이것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의 연구 

샘플 기간 동안 비금융 상장 KOSPI 회사들의 회사-월 관측치 중 

배당수익률이 없는 관측치들을 모아 제로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머

지 배당수익률이 존재하는 관측치들을 배당수익률 순위에 따라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이 포트폴리오들의 주식수익률과의 관계

를 파악했다. 본 연구에서 배당수익률은 배당이 있었던 연도 월의 

배당액을 배당발생 연도 말 주가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표5]는 배당수익률에 따라 월별로 나눈 11개 포르폴리오들의 요

약 통계량을 보여준다. 패널A를 살펴보면, 제로 포트폴리오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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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월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2.576%

에서 –0.494%로 꾸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Naranjo, 

Nimalendran, and Ryngaert(1998)가 연구한 미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포트폴리오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배당수

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월별 주식수익률이 높았다. 또한 제

로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배당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았는데, 이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이 더 작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0~15.684%에 걸쳐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없는 제

로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가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는  

Keim(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제로포트폴리오를 제외하

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회사의 규모가 작았다. 

 [표5]의 패널B는 같은 샘플을 배당수익률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균등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

누어 총 20개의 배당수익률/규모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월별 수익률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로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모 

내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여전히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와 Fama French 3요

인 회귀분석

 앞서 살펴본 [표5]에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간에는 위험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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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를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를 고려해 예상 배당수익률과 

위험 조정된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Chen et 

al.(1990)과 Fama and French(1993)의 3 factor 방법대로 배당수

익률과 리스크를 조정한 주식수익률의 일관된 관계가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표6]는 본 연구의 샘플기간 동안의 월별 리스크 요인

(MKT, SMB, 그리고 HML)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보여준다. 

 또한 [표7]에서는 배당수익률로 나눈 11개 포트폴리오에 대해 식

(6)과 같은 3요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6) 회귀식       

 연구 결과,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알파 값(절편 값)이 유의미하게 0

과는 다른 값을 가졌다. 특히 배당수익률 기준 5번째 포트폴리오까

지는 초과수익률이 양의 값을 보이다가, 배당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

트폴리오로 갈수록 음의 값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베타 이

외에 SMB와 HML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고도 배당수익률이 높을수

록 이들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작아지며 심지어는 음의 수익률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배당수익률과 규모에 따른 20개 포트폴리오

의 FF 3요인 회귀분석

 이번 장의 마지막으로 제 3 절에서는 배당수익률과 규모에 따른 

20개 포트폴리오의 FF 3요인 회귀분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표7]

의 포트폴리오를 규모로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 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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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같은 규모 내에서는 여전히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표8]에서 20개

의 포트폴리오들의 알파()가 모두 0과 유의미하게 같다라는 가설

을 기각하며, 같은 크기의 그룹 내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알파 

값이 작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배당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같

은 규모의 포트폴리오 내의 초과수익률이 더 낮아짐을 시사한다.   

시장위험 외에 Fama and French(1996)의 SMB, HML의 위험요인

을 고려해 배당수익률 기준 포트폴리오와 위험 조정된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강건성 분석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알파 

값(초과수익률)이 더 작음을 [표8]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배당소득세 인하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배당, 정기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의 형태로 살펴보

고 회사의 내부지분율에 따른 배당반응을 알아보았다. 또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 볼 수 있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주식수

익률이 더 높은지를 분석했다. 특별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배

당소득세 인하 정책이 실제로 기업의 배당을 이끌고 이것이 회사 

내부지분율로 대표되는 지배구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

고자 했고, 또 이렇게 배당이 증가했을 때 주가부양 효과가 있는지

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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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들은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 특

별배당의 빈도수를 늘이고, 정기배당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며 기

업의 배당성향이 커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메인

이라 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 인하가 특별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

당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회귀 분석에

서, 배당소득세 인하 직후 연도에 특별배당의 존재와 배당성향이 직

전 2년도 보다 유의미하게 양의 값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배당

소득세 인하 직후 배당예상기간인 2005년 3월/4월과 배당과의 유의

미한 관계는 없었다. 또한 회사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

당소득세 인하 후 특별배당의 빈도와 규모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

업보다 크게 늘렸으며, 이는 더 높은 내부지분율이 주주들의 배당소

득세 변화에 특별배당이라는 형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부지분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을 

제외한 모든 회귀 분석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와 배당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의 후반 부분에서는 배당수익률과 주가수익률의 관계 실증연

구를 주제로 배당수익률에 따라 11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이들

의 주가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더해 Fama and 

French(1996)의 방법대로 시장위험요소 뿐 아니라 성장주와 가치

주를 나타내는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과 기업의 규모 리스크요소

를 추가해 강건성 분석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배당수익률을 기준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각 포트폴리오별로 주식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제로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월별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꾸준히 떨어졌다. 이를 다시 규모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같은 규모 내에서는 여전히 배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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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을수록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위험 외

에 Fama and French(1996)의 SMB, HML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배당수익률 기준 포트폴리오와 위험 조정된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

펴보는 강건성 분석에서도,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알파 값(초과수

익률)이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배당소득세 인

하에 대한 이벤트를 사례 부족으로 인해 2005년의 한 시점만을 가

지고 진행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동시에 분석해보지 못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후에 배당소득세의 인하 사례가 몇 차례 더 

발생한다면 이 이벤트를 모아서 다시 한 번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또한 배당소득세 인하의 정도가 원천징수세율 1% 포인트에 

그쳤기에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유인이 작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미국과는 달리 매

우 안정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된 기간이 길기에, 1% 포인트

의 세율 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은 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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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월-2013년12월간 

특별배당을 지급한 회사/월 관측수

2000년1월-2013년12월간 

특별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배당만 지급한 회사/월 관측수

2000년1월-2013년12월간 
정기배당이나 특별배당을 지급한 

회사/월 관측수

샘플기간 내의 모든 데이터 수 217 6,576 6,793

금융업을 제외한 
샘플기간 내의 데이터 수 179 5,688 5,867

임원 및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데이터 수 174 5,210 5,384

[표1] 연구데이터 샘플 선택

이 표는 본 연구의 데이터 샘플 선택과정을 요약한다. 표1의 통계량 표본은 Data Guide와 TS2000에서 추출되었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793개의 모든 KOSPI기업의 기업-월 관측치와 총 5,867개의 비금융 KOSPI기업의 기업-월 관측치, 그리고 총 5,384의 기업-월 내부지분 관측치로 

구성되어있다. 제 1열은 특별배당 지급과 관련된 샘플과 샘플선택과정을 보여주며, 특별배당을 지급한 회사-월 관측치를 나타낸다. 제 2열은 특별배당

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배당만 한 회사의 지급과 관련된 샘플과 샘플선택과정을 보여주며, 특별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배당만 지급한 회사-월 관측

치를 나타낸다. 제 3열은 특별배당이나 정기배당의 지급과 관련된 샘플과 샘플선택과정을 보여주며, 특별배당이나 정기배당을 지급한 회사-월 관측치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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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2003년
3~4월

2004년
3~4월

2005년
3~4월

2006년
3~4월

2007년
3~4월

2000년~2013년
3~4월

전체 
특별배당/배당지급 

비금융
샘플기간

샘플크기: 329 350 372 389 400 5,249 5,867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특별배당의 0.0523 0 0.0274 0 0.0284 0 0.0246 0 0.0212 0 0.034 0 0.0345 0

[표2] 요약통계량 

이 표는 요약통계량을 보여준다. 특별배당의 존재는 회사가 특별 배당을 해당 회사-월에 지급했다면 1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0인 표시변수이다. 정기

배당의 존재 역시 표시변수로, 회사가 정기 배당을 해당 회사-월에 지급했다면 1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0으로 두었다. 특별배당의 크기는 회사가 지급

한 특별배당의 100만원 단위로 표시된 2005년 CPI수준에 맞춘 원화 총액을 말한다. 정기배당의 크기는 회사가 지급한 정기배당의 100만원 단위로 

표시된 2005년 CPI수준에 맞춘 원화 총액을 말한다. 자산은 배당이 지급된 연도의 연말 자산 가치를 말한다. 현금밸런스는 배당이 지급되는 연도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을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ROA는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은 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타난 회사 내부자들의 보유 보통주식의 합을 해당 회사의 전체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은 TS2000의 최대주주현황에 나타난 회사 내부자들 중 회사의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자의 보유 보통주를 해당 회사의 전체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2005년의 배당소득세 변화를 전후로 다양한 기간으로 나뉘어 표현되었으며, 전체 샘플기간에 대한 통계

량도 포함하고 있다. 패널A에서는 분석데이터를 전체데이터 중에 정기배당이 있었던 회사-월 관측치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패널A에서 이탈릭체와 굵

게 표시된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체 샘플의 평균보다 p < 0.10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다름을 나타낸다. 패널B에서 제 4열, 제 5열, 그리

고 제 6열은 제 1열, 제 2열, 그리고 제 3열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탈릭체와 굵게 표시된 값들은 통계적으로 p < 0.10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표 2 패널A: 세금변화 사건 전후의 비금융 배당 혹은 특별배당 지급,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관측치에 대한 요약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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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

(2)

2005년 3~4월 

이외의 기간에 

특별 배당한 회사

(3)

2005년 3~4월

기간에 

특별 배당한 회사

(4)

(1)-(2)

(5)

(1)-(3)

(6)

(2)-(3)

자산 18,083.33 24,044.67
(5.96)

7,871.25
(2.35) -5,961.34 10,212.08 16,173.42

현금밸런스 0.0574 0.0527
(12.63)

0.0645
(3.46) 0.0047 -0.0071 -0.0118

ROA 0.0259 0.0677
(11.08)

0.0729
(5.88) -0.0418 -0.047 -0.0052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

0.4774 0.4522
(13.70)

0.3390
(8.40) 0.0252 0.1384 0.1132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 0.3041 0.2723

(12.50)
0.2571
(5.53) 0.0318 0.047 0.0152

존재 (4.10) (3.04) (3.20) (3.03) (2.86) (12.83) (13.61)

정기배당의 
존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특별배당의
크기

205
(1.78) 0 189

(1.58) 0 175
(2.00) 0 84

(1.85) 0 15
(1.79) 0 392

(3.78) 0 382
(4.06) 0

정기배당의
크기

14,104
(4.19) 1,926 17,513

(4.56) 1,951 20,317
(4.85) 2,116 19,496

(5.10) 2,511 20,568
(4.97) 2,536 17,921

(18.85) 2,295 17,760
(19.56) 2,165

배당성향
0.298

(4.89)
0.196

0.343

(3.18)
0.175

0.440

(2.63)
0.179

0.617

(2.88)
0.189

0.284

(5.72)
0.182

0.306

(8.64)
0.162

0.308

(9.16)
0.157

배당수익률
5.621

(13.41)
4.760

4.770

(19.51)
4.470

3.523

(28.65)
3.095

2.612

(23.91)
2.260

2.291

(21.37)
2.000

2.293

(26.30)
2.140

3.390

(12.07)
2.160

표2 패널B: 특별배당을 하지 않은 회사, 샘플 기간에 특별배당을 한 회사(하지만 2005년 3월,4월에는 특별배당 없었던 회사), 2005년 3월과 4월에 

특별배당을 했던 회사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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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와 총액

본 그림은 전체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비금융 회사-월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특별배당의 정의가 직전 3개년도의 순이익과 배당을 필요로 

하므로, 특별배당은 2003년부터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A와 패널B의 값들은 2003년 1월부터 값을 갖는다. 패널A의 특별배당의 횟수는 2003년

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월에 특별배당이 있었던 관측치를 의미한다. 패널B의 특별배당의 총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월에 지급한 특별

배당의 원화 표기된 총액을 의미한다. 또한 월별 특별배당의 총액은 모두 2005년의 CPI 수준으로 물가를 조정했으며, 단위는 억 원이다.

패널A :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                                                 패널B : 월별 특별배당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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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배당소득세가 특별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 

이 표는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 소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 3월과 4월 기간

에 특별배당, 정기배당,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준다. 특별배당의 존재를 이용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특별배당의존재  년월월현금밸런스



위 회귀식은 특별배당의 존재 뿐 아니라 정기배당의 존재, 배당성향, 그리고 배당수익률을 종

속변수로 두고 같은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제 1열의 종속변수는 해당 월에 회사가 특별배당

을 지급했다면 1, 아니면 0을 입력한 표시변수이다. 제 2열의 종속변수는 해당 월에 회사가 

정기배당을 지급했다면 1, 아니면 0을 입력한 표시변수이다. 제 3열의 종속변수는 배당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배당성향을 나타낸다. 제 4열의 종속변수는 1주당 배당액 1주당 주식 

가격으로 나눈 배당수익률이다. 독립변수의 2005년 3월/4월은 2005년 3월과 4월에 해당하

는 모든 회사-월 관측치에 1을 부여한 표시변수이다. 현금밸런스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ROA는 연말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

내는 지표이다. 표준오차는 회사별로 클러스터 되었고, 이분산에 대해서 강건하다. 데이터 계

정 값의 예측에 대한 t-test 및 윌콕슨검정의 통계량은 1%, 5% 및 10%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경우 각각 ***, **, *으로 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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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1) 

특별배당의 

존재

(2) 

배당성향

(3)

배당수익률

2005년 
3월/4월 + -0.021

(-0.71)
-0.007
(-0.01)

0.705
(0.96)

현금밸런스 -0.018
(-0.43)

-0.024
(-0.14)

1.369
(1.26)

ROA 0.0865***
(3.49)

0.3703***
(3.62)

0.0634
(0.41)

1월 -0.0075
(-0.15)

0.0014
(0.03)

0.0153
(0.05)

2월 -0.0033
(-0.03)

0.0000
(0.00)

-0.0674
(-0.21)

3월 0.0259
(1.03)

0.0001
(0.00)

-0.1042
(-0.32)

4월 0.0253
(1.04)

0.0001
(0.00)

-0.0974
(-0.30)

5월 -0.0253
(-0.52)

0.0000
(0.00)

-0.0724
(-0.22)

6월 0.0428*
(1.43)

0.0000
(0.00)

-0.0522
(-0.16)

7월 0.0058
(0.20)

-0.0000
(-0.00)

-0.0249
(-0.08)

8월 0.0161
(0.57)

-0.0000
(-0.00)

-0.0997
(-0.31)

9월 0.0423
(1.08)

-0.0000
(-0.00)

0.0423
(0.13)

10월 -0.0071
(-0.20)

-0.0000
(-0.00)

0.2268
(0.70)

11월 0.2517***
(3.75)

-0.0000
(-0.00)

0.1898
(0.59)

12월 0.000
(0.00)

-0.000
(-0.00)

0.000
(0.00)

2003년 0.0363***
(3.05)

0.0862
(1.62)

3.2742***
(9.16)

2004년 0.0209*
(1.78)

0.1204**
(2.31)

2.9452***
(8.44)

2005년 + 0.3022*
(1.88)

0.2146***
(3.95)

0.9629***
(2.66)

2006년 + 0.0139
(1.21)

0.3811***
(7.49)

0.6874**
(2.08)

2007년 0.0130
(1.15)

0.0807
(1.59)

0.0669
(0.21)

Firm 
clustering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Monthly 
fixed 

effects
Yes Yes Yes

관측수 5,867 67,152 57,818

R-squared 0.0650 0.0021 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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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내부 지분비율에 따른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와 총액 

본 그림은 전체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비금융 회사를 회사 내부지분율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회사와 높은 회사를 나누어 특별

배당을 살펴본 그래프이다. 실선은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임원의 보통주 보유비율로 나타내지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모습을 나타낸

다. 반면 점선은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임원의 보통주 보유비율로 나타내지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모습을 나타낸다. 특별배당의 정

의가 직전 3개년도의 순이익과 배당을 필요로 하므로, 특별배당은 패널A 와 패널B에서 모두 2003년 1월부터 존재한다. 패널A의 특별배당의 횟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월에 특별배당이 있었던 관측치를 의미한다. 패널B의 특별배당의 총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월에 지급

한 특별배당의 원화 표기된 총액을 의미한다. 또한 월별 특별배당의 총액은 모두 2005년의 CPI 수준으로 물가를 조정했으며, 단위는 억 원이다.

패널A : 내부 지분비율에 따른 월별 특별배당의 횟수                           패널B : 내부 지분비율에 따른 월별 특별배당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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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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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배당의 존재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2005년
3월/4월

-0.0124
(-0.36)

-0.0211
(-0.64)

-0.138
(-0.87)

0.006
(0.04)

0.5703
(0.51)

0.4438
(0.35)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

? -0.0039
(-0.72)

-0.004
(-0.14)

-0.153
**

(-2.10)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2005년 
3월/4월

+ -0.0211
(-0.74)

0.300
(1.20)

0.327
(0.18)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

? -0.0021
(-0.25)

0.064
(1.62)

-0.121
(-0.96)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
×2005년 
3월/4월

+ -0.0023
(-0.06)

-0.021
(-0.06)

1.023
(0.27)

현금밸런스 -0.0375
(-0.81)

-0.0351
(-0.75)

-0.041
(-0.22)

-0.053
(-0.28)

1.652
(1.36)

1.688
(1.39)

ROA + 0.0867***
(2.99)

0.0870***
(2.99)

-0.509***
(-4.22)

-0.512***
(-4.24)

-0.048
(-0.29)

-0.055
(-0.33)

Firm 
clustering Yes Yes Y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Yes

Month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수 5,867 5,867 61,501 61,501 51,943 51,943

R-squared 0.0643 0.0640 0.0021 0.0021 0.0187 0.0187

[표4] 배당소득세와 내부 지분율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에 미치

는 영향 

이 표는 내부지분률이 개인투자자 수준의 배당소득세 변화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준다. 2005년 3월/4월은 모든 회사-월 관측치에 대해 2005년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면 1

인 표시변수다. 임원 및 내부주주의 주식보유 비율 합은 회사의 내부자들이 가진 회사의 보

유 주식수 합을 전체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이고, 최대관계자의 주식보유 비율은 회사의 내부

자들 중에 회사의 주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이의 주식수를 전체 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TS2000에서 얻었다. 현금밸런스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ROA는 

연말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준오차는 회

사별로 클러스터 되었고, 이분산에 대해서 강건하다. 데이터 계정 값의 예측에 대한 t-test 

및 윌콕슨검정의 통계량은 1%, 5%, 및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으

로 표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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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A. 배당수익률 순위 포트폴리오

월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연별 
배당수익률(%)

평균 시가총액
(십억 원단위)

관측수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평균

제로 1.513 26.326 0.000 361 35,100

낮음 3.576 19.597 0.357 22,553 7,263

2 3.130 15.988 0.799 26,010 7,489

3 2.824 15.512 1.209 18,788 7,290

4 2.228 14.376 1.613 16,544 7,394

5 1.920 13.607 2.056 12,756 7,296

6 1.604 14.094 2.568 9,620 7,305

7 1.175 12.626 3.168 6,357 7,305

8 0.644 12.650 3.970 5,607 7,406

9 0.621 12.481 5.261 4,887 7,308

높음 -0.494 12.905 15.684 2,963 7,339

패널 B. 배당수익률과 크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

평균 월별 수익률(%) 평균 연별 배당수익률(%)

크기 제로 낮음 2 3 높음 제로 낮음 2 3 높음

작음 0.970 4.529 3.178 2.060 0.707 0.00 0.745 1.754 3.102 9.108

2 1.508 3.516 2.325 1.701 0.508 0.00 0.759 1.741 3.067 6.391

3 1.929 2.679 1.804 1.127 0.397 0.00 0.672 1.714 3.022 6.738

큼 1.644 2.844 1.744 0.461 -0.12
6

0.00 0.670 1.700 2.965 7.293

[표5] 배당수익률에 따른 월별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 요약 통계량

이 표의 데이터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KOSPI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168 월). 패널A는 배당수익률 순위에 따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들의 요약 통계량을 보여

준다. 주식수익률과 배당수익률은 모두 퍼센트 단위다. 평균 시가총액은 십억 원단위이며,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중에 생성된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시가총액을 

평균함으로써 구했다. 패널B는 규모에 따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균 월 주식수익률

과 평균 연 배당수익률에 대해 퍼센트 단위로 분석한 요약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6] 월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요약 통계량 

이 표의 데이터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KOSPI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168 월). MKT, SMB, 그리고 HML은 Fama and French (1996)의 위험에 대한 측정 요

인들이다. MKT는 Data Guide에서 받은 KOSPI 비금융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된 

1달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을 나타낸다. SMB는 규모가 작은 3개의 주식포트폴리

오와 규모가 큰 3개의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HML은 장부가치/시

가가 높은 2개의 포트폴리오와 장부가치/시가가 낮은 2개의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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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지표 평균 표준편차

MKT 1.024 6.662

SMB 0.431 4.036

HML 0.456 2.860

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 절편: α MKT:   SMB:  HML: 

제로 1.428
(65.31)

0.973
(287.00)

-0.296
(-97.44)

-0.261
(-99.88)

낮음 2.462
(11.31)

0.928
(28.23)

0.567
(8.19)

0.111
(1.04)

2 1.528
(9.05)

1.002
(36.99)

0.478
(8.71)

0.533
(6.35)

3 0.981
(5.83)

1.060
(39.78)

0.546
(10.32)

0.554
(6.91)

4 0.649
(4.15)

0.987
(38.92)

0.483
(9.80)

0.466
(6.18)

5 0.893
(5.52)

0.888
(34.59)

0.611
(12.31)

0.673
(8.78)

6 -0.080
(-0.50)

1.048
(42.97)

0.665
(13.66)

0.543
(7.25)

7 -0.509
(-3.76)

0.926
(44.43)

0.476
(11.24)

0.518
(8.28)

8 -0.390
(-2.95)

0.915
(47.10)

0.432
(11.64)

0.429
(7.20)

9 -0.515
(-4.32)

0.799
(46.99)

0.569
(15.97)

0.667
(12.01)

높음 -1.301
(-10.80)

0.798
(48.58)

0.512
(13.38)

0.521
(10.05)

[표7] 배당수익률에 기반한 11개 포트폴리오의 FF3요인 회귀분석

회귀식  








이 표의 데이터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KOSPI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다(168 월).   는 p번째 배당수익률과 규모에 따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의 1달치 초과 수

익률을 의미한다.  는 월초에 관측된 1달간의 국공채수익률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는 

MKT ( ), SMB, 그리고 HML이 쓰였다. MKT는 코스피 비금융기업 주식들을 규모

에 따라 가중 평균한 초과수익률을 사용하였다(Data Guide에서 자료 받음). SMB는 규모가 

작은 3개의 주식포트폴리오와 규모가 큰 3개의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

다. HML은 장부가치/시가가 높은 2개의 포트폴리오와 장부가치/시가가 낮은 2개의 포트폴리

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를 나타낸다. Fama and French (1996)은 MKT, SMB, 그리고 HML

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t 통계량은 괄호 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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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률 포트폴리오

크기 제로 낮음 2 3 높음 제로 낮음 2 3 높음

절편: α MKT:   

작음 1.711
(2.247)

4.388
(13131.6)

3.038
(9965.68)

1.912
(6597.34)

0.561
(2182.04)

0.970
(8.255)

0.0002
(3.430)

0.0002
(4.768)

0.0003
(7.790)

0.0004
(10.554)

2 1.097
(1.978)

3.375
(10166.1)

2.184
(7255.45)

1.559
(5376.01)

0.363
(1400.63)

1.055
(11.893)

0.0002
(3.330)

0.0003
(6.196)

0.0004
(7.863)

0.0004
(10.260)

3
1.343

(1.899)
2.539

(7659.68)
1.663

(5568.33)
0.985

(3441.04)
0.252

(983.28)
1.117

(10.204)
0.0002
(4.175)

0.0003
(5.819)

0.0004
(8.949)

0.0004
(11.139)

큼 1.426
(65.630)

2.703
(8202.28)

1.603
(5346.68)

0.319
(1109.99)

-0.270
(-1294)

0.972
(288.764)

0.0001
(3.369)

0.0004
(7.261)

0.0004
(8.465)

0.0003
(9.325)

SMB:  HML: 

작음 0.877
(8.315)

0.0009
(8.566)

0.0008
(8.620)

0.0008
(9.146)

0.0011
(13.703)

0.038
(0.423)

-0.0003
(-1.842)

-0.0006
(-4.063)

-0.0007
(-5.155)

-0.0002
(-2.040)

2 0.657
(8.615)

0.0010
(9.615)

0.0009
(9.086)

0.0009
(9.715)

0.0011
(14.287)

0.007
(0.105)

-0.0004
(-2.208)

-0.0006
(-4.052)

-0.0007
(-5.077)

-0.0003
(-2.294)

3 -0.029
(-0.291)

0.0010
(9.137)

0.0009
(9.057)

0.0009
(9.370)

0.0011
(13.847)

0.211
(2.497)

-0.0004
(-2.168)

-0.0009
(-6.602)

-0.0008
(-5.826)

-0.0003
(-2.283)

큼
-0.301

(-99.798)
0.0010
(9.257)

0.0010
(9.898)

0.0010
(9.782)

0.0013
(21.730)

-0.263
(-101.335)

-0.0002
(-1.216)

-0.0010
(-6.482)

-0.0007
(-5.545)

-0.0007
(-7.367)

[표8] 배당수익률과 규모에 따른 20개 포트폴리오의 FF 3요인 회귀분석

이 표의 데이터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KOSPI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168 월).   는 p번째 배당수익률과 규모에 따라 만들

어진 포트폴리오의 1달치 초과 수익률을 의미한다.  는 월초에 관측된 1달간의 국공채수익률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는 MKT ( ), SMB, 그

리고 HML이 쓰였다. MKT는 코스피 비금융기업 주식들을 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한 초과수익률을 사용하였다(Data Guide에서 자료 받음). SMB는 규

모가 작은 3개의 주식포트폴리오와 규모가 큰 3개의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HML은 장부가치/시가가 높은 2개의 포트폴리오

와 장부가치/시가가 낮은 2개의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차이를 나타낸다. Fama and French (1996)은 MKT, SMB, 그리고 HML에 대해 더 자세

한 설명을 담고 있다. t 통계량은 괄호 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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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nvestor-level taxes 

reduction on dividen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payout 

policy and insider ownership through 2000~2013 data, 

especially taking 2005 dividend tax rate reduction event in 

Korea. And I als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dividend 

yield and stock return by making dividend yield based 

portfolios. Especially, this paper introduces relative variables 

like payout ratio and dividend yield rather then dividend 

itself. And this research draws a much stronger causal link 

between dividend taxes and payout response because I 

examine a very narrow time frame so eliminating other 

factors than might also increase payout. 

  By studying the impact of 2005 dividend tax reduction on 

dividend, I was able to find Korean firms increa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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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of special dividend, regular dividend amount, and 

dividend payout ratio. Also I found that higher insider 

holding firms increase dividend more than lower firms. This 

suggests that greater insider ownership is associated with a 

greater managerial response to shareholder taxes, in terms 

of specials, payout ratio, and dividend yield.

Second, this paper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yield and stock return. So I construct portfolios based on 

dividend yield and return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at yield. 

And this result is still strong even after making risk 

adjustments based on Fama and French factors(MKT, SMB, 

and HML). So I can find that dividend increase doesn’t 

guarantee stock return increase and yield effect in Korean 

security market.

Keywords : Dividend tax rate, Special dividend, Regular

dividend, dividend payout ratio, Insider Holding, Dividend

yield, Stock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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