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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의 최근 10년간 재무 및 

지분구조 data 등을 이용하여 주주 지급정책(Payout policy)으로서의 

자기주식 관련 활동이 기업의 주가 및 기업가치, 투자, 노동소득 분배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Activism)와 관련하여 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등이 

자기주식 보유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개입 상황 하에서의 자기주식 관련 활동 및 기업가치, 투자,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자기주식 결정요인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배당의 경우와 

달리 자기주식은 기업의 재무 상황보다는 Activist 여부 등 외부의 

경영권 개입 요소와 외국인 투자자 참여 등 지분구조에 따라 결정됨이 

확인되었다. Activist 대상 기업에 대한 자기주식의 단기 주가 영향 관련 

사건연구 결과 또한 일반 기업들 대비 주가 변동이 확연하게 나타나, 

Activist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장의 반응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기업가치 및 투자, 노동소득에 대한 자기주식 및 Activist 영향에 

대해서는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를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났는데, 기업이 Activist 대응이나 자사주 등 주주 분배에 치중 시, 

신규 투자 감소를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는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분배 영향 

분석에서도 확인되어, 자기주식 및 배당, Activist 개입 등 주주 중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관련된 상황이 투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소득 

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주요어 : 자기주식, 배당, 기업가치, 부가가치, 노동소득, 주주행동주의, 

Activist, 경영권 방어, 금융화 

학  번 : 2015-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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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과 함께 기업의 이익 배분을 위한 재무 수단이자, 

주주친화정책 또는 중립적 지분율 확보를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 등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1994년에 자기주식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자사주 

취득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대폭적인 자본자유화 추진과 그 흐름을 맞추면서 장내 직접 

취득 방식을 통한 자사주 취득 허용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12년 개정상법 도입을 통해 형식요건 등이 추가로 정비되어 현재와 

같은 주요 선진 시장들과 유사한 자기주식 제도가 갖추어 지게 되었다.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꾸준히 자기주식이 활용되어 과거 10년간 

유가증권시장(KOSPI) 기준 상장사의 자사주 관련 비중은 약 2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 잉여 자금을 사용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수를 

줄임으로써 단기적인 주가부양 및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자기주식 자체로는 의결권이 확보되지 않지만 

우호지분으로서의 역할과 잠재적인 경영권 대립 상황에서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 대비의 주요 수단으로서도 고려가 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이 제도 정비 및 경영 환경 상의 필요성 증대로 실제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주요 재무수단이 된 반면, 기업 

수익의 주주에 대한 배분을 위한 지급정책(Payout policy)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연구 등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자기주식 

취득(Stock repurchase; Buyback)에 대한 연구 분석들은 많지 않았다.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와 의의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고유한 경영 

상황들과 지배구조 특수성 등과 맞물려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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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식시장 완전 개방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POSCO, 현대자동차 등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물론, 중견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투자가 

일반화되었고, 주주행동주의 펀드(Activist)의 경영권 개입 시도 등이 

이슈화되면서 자기주식을 이와 관련 지어 바라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대한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엘리엇(Elliot)의 공세라든지, 그 이전 

SK-소버린, KT&G-칼 아이칸·스틸파트너스 등 분쟁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확보에 의한 경영권 개입 등을 통해 단기 투자이득 취득을 노리는 

해외 헤지펀드의 활동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 시장 기반의 Activist들이 근래 들어 다시 

자국 및 신흥시장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며, 최근 제도 

변화 등으로 경영권 위협 노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일본 또한 

주주행동주의(Activism) 관련 경영권 방어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과거의 성장 주도세력인 재벌들이 일정 정도 

월스트리트 자본주의에 포획되어, 이들의 배당 요구 및 적대적 M&A 

등에 노출되게 되고, 그 결과 기업 차원의 저투자와 한국경제 차원의 

저성장 고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 등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이근, 2015). 실제 IMF 이후 한국에서는 경영권 개입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 및 시장 환경 조성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비단 외국인 Activist 헤지펀드 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반의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본격화 등 국내 참여자들의 투자 방식 또한 

유사하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과 국내 기업들의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주주행동주의 대응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활용의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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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의 잉여 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동소득 분배나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을 포함한 외부 

주주들의 일반적인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Value added)가 배당 등 주주소득, 신규 투자, 

노동소득 등으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배당 및 자사주 취득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활동이나 노동소득 분배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자기주식이 보편화된 미국 등에서도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소득의 개선보다도 Activist의 명시적 위협 및 

기관투자자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자사주 취득 등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Palladino, 2018a, 2020).  

또한 주주에 대한 배분 자체 측면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외부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배당 등의 분배에 비해,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고, 특정 주주에 대한 자사주 처분이나 지주회사 설립 시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식들을 종합하여,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및 노동소득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고, 자기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주주행동주의(Activism)를 함께 검토하여, 

자기주식의 의미와 Activist 등의 경영권 개입 상황 관련 함의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Activist 등 주주행동주의 및 기업 지분구조 요인들이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제 2 장), 

자기주식 및 주주행동주의 등의 주가에 대한 단기 영향(제 3 장)과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한 영향(제 4 장), 그리고 기업이 창출한 이윤 및 

가치의 분배 관점에서 노동소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제 5 장)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관련 

의의 및 시사점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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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선행 연구  
 

배당과 관련된 논의는 Lintner(1964) 이후 기본 결정요인부터 배당이 

제공하는 정보 효과 및 실제적인 재무적인 효과 등에 대한 검토, 기업의 

주가나 재무성과 등 경영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90년대 이후 자기주식 취득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지급정책(Payout policy)에 대한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배당 외에 자기주식과 관련된 연구들도 확대가 이루어졌다.  

Grullon & Michaely(2002)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과거에 

유사 기업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대규모 기업들도 배당 수준은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자기주식 관련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현상을 관측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배경으로 1983년 이후 자사주 취득 제도 완화 등 미국 

기업의 제도 환경적인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Fama & French(2001)는   

당시 배당의 매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뮤추얼 펀드의 등장 등 과거보다 자기주식 등 주식의 거래비용이 

낮아진 점, 둘째 스톡옵션 확대로 경영진이 배당보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더 선호하게 된 점, 끝으로 스톡옵션 등 배당 외 수단으로도 

주주와 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해진 점 등을 설명했다.  

초기 자기주식 관련 연구는 이와 같이 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는 요인 측면의 분석과 현금배당 등 전통적인 지급정책과의 비교 또는 

지급정책의 변화 양상 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 연구들은 제 2 장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자사주 매입의 효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측면 등에 대한 검토들은 

방법론 관점에서 전통적인 사건연구(Event study)를 바탕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 시작, 이후 기업가치 회귀식(Value regression) 등을 통한 

일반적인 효과 및 영향 연구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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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 관련된 상기 기존 연구들과 부분적으로는 연관되지만, 다른 

관점의 검토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취득 활동에 대한 분석들이 그 중 하나이다.  

Bagnoli & Lipman(1989)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유통주식수 

(floating stock) 감소가 주가 상승 유도 및 추가 주식 취득을 어렵게 

하여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라는 기본적인 관측 결과를 제시했다. 

Denis(1990), Bagwell(1991), Billet & Xue(2007) 등은 특히 

적대적(hostile) M&A에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국내 연구로는 김우진, 임지은(2017) 등이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대상 기업(target 

company) 주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어, 

재무적 의사 판단이 아닌 여타 동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오히려 

기업의 가치 측면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김아리, 조명현(2008)의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배당과 투자 영향 분석과 김성민, 장용원(2012)의 

외국인 투자자와 배당 정책 연구 등은 배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지만, 

자기주식 분석에 있어서도 전략적, 재무적 등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 그리고 Activist 등 행동주의 펀드 등에 대한 주요 

투자자 구분이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Activist 헤지펀드 연구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관련 이슈보다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전반적인 성격 및 영향, 경영권 개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경우가 대부분이며(Admati & Pfleiderer, 

2009; Brav et al., 2008), 자기주식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자기주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 선행 연구들과 

달리 Activist 연계 관점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Activist 

분석을 경영권 방어 및 기업지배구조 등은 물론, 기업가치 및 노동분배 

등에 직접 적용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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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가설 및 전체 구성 

 
3.1 주요 가설 

 

본 연구는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여러 분석 관점 및 

측면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앞서 선행 연구들과 주요 

분석 목적 등을 종합,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가설 구조를 설정해 보았다.  

 

[H1-1]   Shareholders' Activism 영향은 자기주식 취득의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자기주식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이후 주주행동주의 및 Activist의 단기 

영향 및 일반적인 영향의 기본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첫번째 가설이다.  

 

[H1-2]   Shareholders' Activism 영향은 현금배당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자사주 및 배당으로 대별되는 지급정책(Payout policy)의 결정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Activist 영향 수준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설을 추가로 상정한다.  

자기주식 및 배당 간의 비교, 각각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전 연구는 

본 장의 전체 선행 연구 및 제 3 장의 해당 기존 연구 등에 정리하였다.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경영권 방어 확률과 

자사주 매입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경영권 방어 가설(Billett & Xue, 

2007) 등이 [H1-2]와 관련이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Activist 

영향 관점에서 경영권 방어 가설을 검증하지는 않았으며 본 연구는 

Activist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검토된 지분구조 관련 결정요인 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자사주 결정요인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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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자기주식 취득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시장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미국 시장 등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초과수익 관련 연구 결과들은 

많이 나와 있으며, 결과 또한 다양하나 대체로 단기적인, 또는 일시적인 

시장가치의 상승 영향을 지지하고 있다(Grullon & Michaely, 2002; 

Stephens & Weisbach, 1998; Vermaelen, 1981).  

 

[H2-2] 경영권 방어 상황 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주가(시장가치) 영향은 긍정적이며 더 크게 반응한다 

자기주식 취득 및 주가 상승을 통한 적대적 M&A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지목하였으나(Bagnoli & Lipman, 1989; 

Persons, 1994), 마찬가지로 Activist 유무 관점에서 시장가치 반응 

정도를 비교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다. 

 

[H3-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Firm value)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3번째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적인 기업가치 영향 측면에 대해서는 단기 

시장가치 영향 등 대비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일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초기 논문에서는 경영이 양호한 기업 

등의 신호전달(signaling) 측면에 주목하여 기업가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 등이 있었으나(Chan et al., 2004; Nissim & Ziv, 

2001), 이후 최근 연구일수록 거짓신호(false signal) 및 경영권 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 성격의 자기주식 취득을 가정하는 등,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Chan et al., 2010; Han et al., 

2014; Sloan & You, 2015). 국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진행되는 경우 

주로 경영권을 염두에 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예상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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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 획득은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앞서 [H3-1]에서 설명한 바대로, 경영권 방어 상황 등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 영향 등을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Denis, 1990). 추가적으로 

Activist 유무 상황 등을 특정하여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영향 정도를 

비교 검토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Activist 헤지펀드가 

경영권 개입 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자기주식 확대를 

유발하거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요청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H4-1]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정한 3번 가설들과 관련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한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이 이윤 창출 

활동의 결과로 얻은 잉여 자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우선 활용할 경우, 

신규 투자 등이 축소되고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하는 구조가 예상된다. 배당 및 지분구조 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김아리, 조명현(2008)의 연구에서 투자에 대한 영향이 검정된 

바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 등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H4-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 획득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Activist 유무 상황 등을 특정하여 투자에 대한 영향 

정도를 비교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유사한 논리로 Activist들이 

대표적인 경영권 개입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가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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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소득(Labor income)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치 영향 외에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노동소득 가설 검정 시에는 자기주식 취득 외에 

배당을 설명변수로 추가 고려하여 전반적인 지급정책의 영향이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하며, 단순 노동소득 및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가설 검정을 수행할 

것이다. 자기주식의 노동소득 영향 관련 선행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직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일부 미국 시장 대상의 관련 

리서치 등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Palladino, 2018a). 

 

[H5-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 획득은  

         노동소득에 보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은 주주 자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주행동주의 등 경영권 방어 이슈와 상관없이, 공히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수 있다. 다만 Activist의 개입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상(經常)적인 재무 및 경영 활동 대비 행동주의 펀드 등을 위한 주주 

분배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욱 클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가설에 반영하였다. 

주주행동주의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 시키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소득(labor rents)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이전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등이 있다(Brav et al., 2015).  

상기 가설 구조를 기초로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제 2 장)에서 

[H1-1,2], 자기주식 및 Activist의 주가에 대한 영향(제 3 장)에서 

[H2-1,2],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한 영향(제 4 장)에서 [H3-1,2], 

[H4-1,2], 노동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제 5 장) 부분에서 [H5-1,2]의 

가설들을 검정하고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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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의 결정요인 

 
1. 서 론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및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자사주 매입 자체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Activist가 관여한 경영권 개입 관련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주식 취득과 Activist 등의 주요 독립변수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후 기업가치 등에 대한 영향 분석 시에도 

주주행동주의 및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시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능한 자사주 매입 관련 한도나 방식 등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상황과 경영권 관련 상황 

등의 구분은 없다.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직접 취득 또는 

신탁계약 방식의 취득이 가능하며 주총 의결이 필요하나, 정관 규정 시 

이사회 결의 방식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2012년 도입된 개정상법에 

의해 비상장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이 추가로 허용되게 되었다.  

자기주식과 배당에 적용되는 취득 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341조, 제462조 1항에 따라 아래 구성과 같다. 

사업연도말 배당가능이익= 직전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근거하여 해당 배당가능이익에서 기준 시점 

이후 자기주식 매입 금액이나 신탁 계약 금액, 자기주식 처분 금액 등을 

가감하게 된다. 취득 방법은 장내 직접 취득, 그리고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대별되며, 직접 취득의 경우 공시 익일부터 3개월 이내, 

신탁은 신탁매매기간 내 자유로운 매매 및 계약 연장 등이 가능한 

구조이다. 신탁 계약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계약 연장이나 또는 신탁 보유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 

자기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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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취득 경우가 있으나, 경영 판단 상의 독립된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자사주와 배당은 이처럼 그 한도도 공유하고 있으며, 배당 대체 가설 

(Dividend substitution hypothesis)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대체적인 관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의 판단 등에 의해 지급정책 간 비교와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본 연구 분석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양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자기주식 및 배당 관련 선행 연구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앞서 전체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초기 자사주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로 오면서 미국 시장 등에서 실제 

자기주식 취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기존의 배당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자사주 연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주요한 선행 

연구들과 그 흐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kenberry & Vermaelen(1995), Stephens & Weisbach(1998), 

Otchere & Ross(2002) 등의 초기 선행 연구들은 배당의 결정요인과 

유사하게 자기주식 취득도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었음을 알리거나, 

미래가치의 향상 가능성을 ‘signaling’ 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다는 정보신호가설과 저평가가설을 제시하였으며, Jagannathan et 

al.(2000)은 여기에서 좀더 발전시켜 배당의 대체재로서의 자기주식의 

기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Dittmar(2000)는 자기주식 취득에는 기업규모, 유휴 Cash flow, 

부채비율, 기업가치, 배당수익률, 주가변동성 등 여러 재무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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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아래 5가지 가설을 정리하였다.  

(1) 초과자본 가설 (Excess capital hypothesis) 

(2) 저평가 가설(Undervaluation hypothesis) 

(3) 최적 레버리지비율 가설(Optimal leverage ratio hypothesis) 

(4) 경영진 인센티브 가설(Management incentive hypothesis) 

(5) 경영권 방어 가설 (Takeover deterrence hypothesis) 

1977년~1996년 미국 시장에서는 대체로 저평가 가설 1  및 초과자본 

가설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기간 중 Buyout 펀드 및 Activist 

헤지펀드 등의 대두와 LBOs(Leveraged buyouts)의 확산 영향에 따른 

M&A 붐(boom) 시기인 1980년대에는(Holstrom & Kaplan, 2001),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취득이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Grullon & Ikenberry(2000)는 Earnings bump, Cash flow signaling, 

Market undervaluation, Agency costs of FCF, Capital market 

allocation, Dividend substitution, Capital structure adjustments 등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이 중 회사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signaling 

차원의 정보신호가설을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동인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Grullon & Michaely(2004) 연구에서는 성장성 하락 시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한다는 

Free cash flow 가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영권 방어 목적 등에 대한 

다른 관점의 연구들을 제외하고 자기주식 취득 본연의 결정요인으로는 

정보신호가설, FCF 가설 등이 대표적이며, 초기 국내외 연구들도 이러한 

기존 가설들에 대한 검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었다. 

 
1 Dittmar(2000)의 논문에서의 예처럼 연구에 따라 정보신호가설과 거의 동일

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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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의 비교와 관련한 연구로는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대리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휴 Cash flow를 줄이도록 

배당을 오히려 늘린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Li & McNally, 2003), 

반대로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특히 경영권 방어 등 상황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선호한다는(Heron & Lie, 2006) 상반된 의견도 존재한다. 

후자는 참호효과(entrenchment effect)로 설명되고 있다. Allen et 

al(2000). Baker et al.(2002) 등은 소수주주일수록 배당을, 대주주는 

자기주식 취득을 선호하며 이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면서  

자기주식의 배당 대체 가설(Dividend substitution hypothesis)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Jagannathan et al.(2000), Guay & Harford(2000), Graham, Harvey, 

& Michaely(2005), B. S. Lee & Rui(2007) 등은 배당은 주주들의 기대 

충족 및 주가 유지 등을 위해 한번 현금배당 수준이 형성이 될 경우, 

기존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자기주식 취득은 

재무적으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여(Financial flexibility), 일시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전망이 양호할 때 자기주식 취득을 보다 

선호한다는 결과 또한 함께 설명되고 있다(Jagannathan et al., 2000). 

국내 연구로는 강신애(2013) 등이 외국인 투자자 및 성장성 등을 주요 

관심 변수로 자기주식 매입의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재벌, 비재벌, 

소유전문기업 구분 등에 따라 배당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김인수 et 

al., 2011) 등이 있고, 김아리, 조명현(2008) 등이 외국인 투자자 유형 

및 지분율 등에 따라 배당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규명하기도 하는 등 

주로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요인보다는 배당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주식 요인 자체 분석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후 자기주식 영향 분석의 기초적인 사전 검토로서 국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특수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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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3.1 결정요인 주요 방법론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요인 분석은 패널회귀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하였다. 대상 기업들의 패널 data를 활용할 경우, 먼저 일반적인 횡단면 

data 및 시계열 data 대비 동적(dynamic) 관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 재무요소, 지배구조 관련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 개체들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시기별로 추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개체에 대해 보다 정확한 

변이(variance)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에 따른 이질성 

편이(heterogeneity bias)나 생략된 변수 편이(omitted variables bias) 

등을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높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 등 data 자체의 정보의 

크기가 향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선형회귀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설명변수 간 비교적 강한 선형관계가 있더라도, 패널선형회귀 

모델 추정 시는 설명변수를 고정효과(Fixed effect),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기 때문에 최종 추정단계에서는 

상관관계가 감소하게 된다.  

끝으로 기본 패널회귀 모델 적용을 통해서도 변수간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축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형에 

따라 패널 활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생성 완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2.  

 
2 1차적으로 자기주식 및 배당의 결정요인 추정 분석에서는 내생성 이슈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후 자기주식 및 배당이 재차  

독립변수로 쓰이는 기업가치 및 투자, 노동소득 분석 등에서는 두 변수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추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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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data 활용, 회귀분석 시에는 다음 3가지 모형을 고려 가능하다3.  

(1) Pooled OLS(합동 OLS) 모형 

(2)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 

(3)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Pooled OLS 모형은 패널 data를 모두 풀링(pooling)해서 i.i.d. 

표본처럼 활용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어 사용되지 아니하며, 애초 패널 data 분석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 Pooled OLS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브레슈-

페이건(Breusch-Pagan) LM(Lagrangian Multiplier) 검정 결과 또한 

귀무가설 𝐻0 을 기각, Pooled OLS 적용보다는 패널의 개체 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 간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래 하우즈만 검정량이 클 경우( 𝐻0  기각) 임의효과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𝐻 𝑠𝑡𝑎𝑡𝑖𝑠𝑡𝑖𝑐  = 
(�̂�𝐹𝐸−�̂�𝑅𝐸)

𝑣𝑎𝑟(�̂�𝐹𝐸)−𝑣𝑎𝑟(�̂�𝑅𝐸)
 

 

본 연구에서의 상기 하우즈만(Hausman Test)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고정효과 모형이 임의효과 모형보다 좀더 약한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하였다.  

 
3 본 논문에서 활용된 패널 분석 모형 및 STATA 검정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민인식, 최필선(2019년), 우석진, 김도형(2020년)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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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들과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위한 최종 

자기주식(buyback) 취득의 결정요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Buyback = 𝛼 + 𝑋′𝛽 + 𝜀 

 X = {Activist, Foreign SI/FI, Institution, Foreign, Majority, Age, 

 ROA, Cash reserve, Capex, Size, Debt, Growth} 

 

아울러 비교 목적의 배당 결정요인 기본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배당(dividend) 종속변수 모델이다. 

Dividend = 𝛼 + 𝑋′𝛽 + 𝜀 

 X = {Activist, Foreign SI/FI, Institution, Foreign, Majority, Age, 

 ROA, Cash reserve, Capex, Size, Debt, Growth} 

 

3.2 주요 변수 설명 

 
주요 변수들은 Activist를 핵심 변수로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형(전략적/재무적 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의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을 주요 관심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Activist와 연계 전체적인 경영권 방어 상황이나 지분구조 

관련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타 통제변수 등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주요 재무요소 등을 반영하여 모형의 설명 가능성을 높였다.  

 

(1) 종속변수 – 자기주식 및 배당  

각각의 결정요인 모형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 및 배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델에 반영하였다.  

Buyback: 자기주식수 / 발행주식수(보통주) 의 ln 

Dividend : 배당금 총액 / 총자산 의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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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금액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변수로 

이용하거나, 매입 및 처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 등이 드물게 있으나, 

자기주식수 비중 자체에 매입과 처분의 효과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발행주식수 대비 비중을 활용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case가 

일률적이지 않고 적절한 data가 부족할 수 있는 우선주 자기주식에 

대한 검토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배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 대비 배당수익률,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 정의의 배당성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로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는 자기주식 비교 목적의 제한적 검토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총자산 대비 배당금 총액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세분화는 다루지 않았다.  

 

(2) 주요 설명 변수 – Activist 및 지분구조 관련 변수  

핵심 변수인 Activist와 외국인 투자자 유형,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여부 등은 이후 분석 data 부분에서 설명될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 전수 집계 결과에 따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외국인 

지분율 및 최대주주 지분율은 별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Activist :  if  1 / otherwise 0  

SI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FI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Institution 국내 기관투자자 :  if  1 / otherwise 0 

Foreign: 외국인 지분율 

Majority: 최대주주 지분율   

기업 투자 등에 있어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는 통상 

피투자 또는 피인수 기업과 동일한 일반 기업 성격의 투자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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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여부 등은 상관이 없으며, 기술 및 전략적 제휴, 단순 투자 등 

경영 상의 목적 등으로 일반 기업체(entity)가 투자자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참여도 포함된다.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는 연기금, 공제회 등의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의 투자자로 대체로 포트폴리오 투자나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 획득 차원의 투자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Activist 및 국내 기관투자자 또한 많은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 상 Activist, 국내 기관투자자, 

해외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등의 보다 상세한 구분을 적용한다. Activist 

외의 상기 지분구조 변수 활용 방식은 김아리, 조명현(2008) 등의 

방식을 참고하였으며 배당 결정요인의 경우 핵심 변수 및 분석 data는 

상이하나, 지분구조 분석에 있어서는 유사한 변수로 접근하였다.  

 

(3) 기타 통제 변수 – 재무 변수 등  

Activist 및 지분구조 변수 외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영향 등의 통제 목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추가 

요인으로 반영되었던, 기업연령, 기업규모 및 주요한 재무요소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 고려하였다.  

Age: 사업수행 개월수의 ln 

C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Cash flow, 현금유동성) 

Cash: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총자산 (보유현금) 

Capex: 자본적 지출 / 총자산 (투자기회 의미, payout의 대안 성격) 

Size : 총자산의 ln 

Debt : 총부채 / 총자산 

Growth: 총자산 성장률 (Asset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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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보유현금)은 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비중 측정이 일반적인데 

일부의 경우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총자산 비중, 

CF(현금유동성) 변수를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Capex는 자기주식 및 

배당 등의 지급정책과 대비되는 투자기회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CF와 함께 앞서 선행 연구 등의 Free cash flow 가설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 투자 영향 분석에서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Growth(성장성)는 

다수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총자산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대안으로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 기간 중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결측치 이슈 등 감안 시 총자산 성장률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Data 
 

4.1 기업 data 수집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 노동소득 영향 분석에 이용된 

data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전수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표본 조사 방식에 따른 집계 

편의(sampling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2008년~2009년 걸친 

글로벌금융위기가 지난 시기부터 분석 대상으로 하고, 결산 자료 입수 

및 Covid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자료까지 집계하였다.  

전체 9,020건의 전수 data에서 출발, 아래 사항들에 적용된 사례들을 

제외하고, 최종 6,820개 data가 분석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 상장지수펀드 : 128개 종목 (KODEX, Tiger, Arirang 등) 

(-) 부동산투자회사, 자원개발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18개 

(-)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 운용사, 저축은행, 신탁사) : 39개 

(-) 상장관리 종목,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 22개 

(-) 12월 결산이 아닌 종목 : 13개 



 29 

해당 기업들의 기본적인 재무자료는 Kis-value peer data에서 집계, 

10년간 balanced panel data로 가공하였으며, Fnguide dataguide pro 

에서 일부 재무자료를 보충하였다. Kis-value massive data에서는 기업 

개황 자료, 5대 주요 주주명 등 최근년도 기준 현황 자료와 market 및 

valuation 관련 연간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자기주식 및 지분 관련 data는 각각 Fnguide 

quantwise data의 기말 자기주식수 및 Fnguide dataguide pro 지분 

관련 data를 기본 자료로 수집하였다.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 지분율 자료는 Kis-value massive data 및 Fnguide dataguide 

pro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석 및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유형(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구조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대상 

기업들의 10년간 5% 이상 지분 공시 4 , 10% 이상 지분 공시 5 , 

사업보고서 등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이를 패널 data에 주요 변수로서 

반영하였다.  

 

4.2 Activist data 수집 

 
Activist 관련 data는 글로벌 펀드 관련 Database인 Preqin과 영국의 

Activist 전문 DB인 Activist Insight, 그리고 기타 교차 확인을 위해 

Bloomberg, 국내외 기사 article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Activist는 그 특성 상 확인이나 검증 가능한 감독기관 등록 자료 등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나 공시 리스트는 없으며6 ,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Activist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다. 

 
4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경영권 이전 가능성 예측 목적) 
5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 (내부자거래 방지 목적) 
6 반면 국내 PEF(사모펀드) 등은 금감원 등록이 필요하며, 국내에 들어온 해외 

사모펀드 또한 역내에서 LP 모집 시 판매사 지정 및 금감원 보고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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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 DB 등을 통해 국내에 투자 이력이 있는 Activist 

헤지펀드에 대한 리스트를 파악 가능하며, 이러한 펀드 리스트에서 

출발한 top-down approach와 앞서 5% 이상 보유 지분 공시 전수 

조사 등에서 파악한 bottom-up approach를 종합하여 주요 국내외 

Activist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활동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 지분 취득을 진행하지 않은 Activist의 경우도 Activist들이 통상 

언론 홍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 등을 주요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ews clipping을 통한 리스트 교차 확인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5% 미만 주주의 경영 간섭, 행동주의 공모펀드 편입 

종목, 경영참여 표방 슈퍼개미 등 투자자 정보를 최대한의 범위로 추가 

파악하였다. 다만, 분석 data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5% 이상 지분 등 

명백한 투자 활동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Activist 실증 분석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고 Activist 동향 파악 등에만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다.  

앞서 총 6,820개 data 중 1,340개(19.6%) Activism 관련 data를 

최종 확인하였으며,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잘 

알려진 사례들부터 경동도시가스, 삼영무역, 계룡건설 등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 전수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림] 2-1. Activist 관련 종목 추이 

 
Source: 금감원 Dart 전자공시, Activist Insight 등 각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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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 Activist data를 보면 국내 Activist 관련 종목은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KCGI(강성부 펀드), 한국밸류운용, KB자산운용, 머스트운용 등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 부상 및 영향력 확대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Activist 헤지펀드들의 현황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먼저 리그테이블 상으로 미국의 엘리엇(Elliot), 서드 포인트(Third 

Point), 칼 아이칸(Carl Icahn) 등 주요 Activist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평균 $ 100억에서 $ 800억 규모 시가총액(Market. Cap)의 

Large. Cap.과 Mid. Cap의 대상 회사(target company)들을 공략하고 

있다. 캠페인 시기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내용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 등도 꺼리지 않으며,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Top 

10 Activist 기준, 연간 평균 약 51.7%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표] 2-1. 글로벌 Top 10 행동주의 펀드(Activist) 

 

 시도 건수 평균 타겟 시총 펀드 연수익률 

ELLIOTT MANAGEMENT 15 $36.1B 13.20% 

STARBOARD VALUE 11 $18.3B 41.60% 

THIRD POINT PARTNERS 3 $81.4B 32.40% 

CARL ICAHN 6 $15.0B 48.00% 

CEVIAN CAPITAL 3 $14.5B 35.20% 

BLACKWELLS CAPITAL 3 $1.4B 172.90% 

LAND AND BUILDINGS 5 $12.6B 27.40% 

SACHEM HEAD CAPITAL 
MANAGEMENT 

5 $8.2B 56.20% 

LEGION PARTNERS ASSET 
MANAGEMENT 

4 $1.2B 10.90% 

ENGINE CAPITAL 6 $1.4B 78.80% 

Source: Activis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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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주의 펀드 Activist의 주주행동주의 관련 캠페인(Campaign) 

시도 건수는 과거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처럼 

일시적인 경영권 위협 시도 및 목표 달성 후 신속한 자금회수(exit) 

전략 이외에도 글로벌 저금리 상황 지속에 따라 주요 연기금 등의 기존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 지분 취득 후 경영권 개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양상 등도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2-2. Global Activist Campaign 수 (건) 

 
Source: Bloomberg 

 

 

특히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기존 주요 활동 국가들 비중은 감소하고 

2019년 이후 들어서는 장기 저성장 등에 따른 낮은 Valuation 이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방어 수단, 

스튜어드십 도입 등 제도 상의 변화 등에 따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Activist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3. Asia 지역 Activist 비율 변동 (%) 

 
 

Source: Activis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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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escriptive Statistics  

 
전체 6,820개 data의 패널 A와 Activist 관련 1,340개 data 패널 B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2-2. Panel A. 전체 표본 기술 통계량 

 

 

[표] 2-3. Panel B. Activist 관련 표본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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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및 [표] 2-3에서 전체 패널 A와 Activist 관련 패널 B의 각 

그룹별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및 최소, 최대값 등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두 패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이용한 t-test를 추가로 

수행하였다7. 

t-test 결과, 외국인 지분율(Foreign), 최대주주 지분율(major), 

자기주식 취득(Buyback), 배당(Dividend), 기업가치(Tobin's Q), 

노동소득(wage) 등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내용을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패널 B의 Activist 표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 평균이 18.5%로 

패널 A의 10.5%를 상회하며, 최대주주 지분율은 39.4%로 패널 A의 

44.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은 정의 상 각각 

발행주식수 및 총자산 대비 결과로 평균값 자체는 해당 비율을 의미한다. 

[표] 2-4. Panel A와 Panel B 비교 

 
 

 
7 검정 대상 변수에 따라 각각 등분산 및 이분산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의 

t-test 검정 모형에 적용하였다.  

차이값 검정

Obs Mean Std. Dev. Min Max Obs Mean Std. Dev. Min Max (t-검정)

foreign 6,028 10.527 13.122 0.010 89.730 1,227 18.477 15.321 0.010 69.860 0.0000

major 6,231 44.507 16.514 1.900 100.000 1,251 39.359 13.940 1.900 82.860 0.0000

age 6,820 5.954 0.847 1.099 7.292 1,340 5.860 0.849 2.944 6.940 0.0000

ROA 6,537 2.773 11.447 -207.630 291.440 1,276 4.632 7.340 -59.950 80.000 0.0000

CF 6,539 0.046 0.089 -1.784 0.791 1,276 0.060 0.067 -0.344 0.325 0.0000

cash 6,538 0.059 0.068 0.000 0.850 1,276 0.061 0.062 0.000 0.433 0.2500

capex 6,527 0.165 0.253 0.000 8.487 1,274 0.190 0.230 0.000 2.220 0.0000

size 6,539 26.829 1.501 22.685 33.020 1,276 27.690 1.407 24.525 33.020 0.0000

debt 6,539 0.405 0.211 0.000 2.534 1,276 0.381 0.202 0.001 0.958 0.0000

growth 6,455 7.972 36.892 -80.500 1665.840 1,258 9.352 38.641 -74.070 1162.440 0.1537

buyback 6,539 0.039 0.069 0.000 0.852 1,276 0.046 0.067 0.000 0.436 0.0004

dividend 4,666 0.012 0.015 0.000 0.201 1,116 0.011 0.011 0.000 0.119 0.0000

TQ 6,195 1.208 0.897 0.194 12.570 1,247 1.275 0.969 0.269 10.845 0.0058

wage 6,353 0.073 0.597 0.000 22.852 1,215 0.050 0.130 0.000 1.524 0.0038

전체 표본 Activist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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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파이썬(Python) Seaborn을 이용, 주요 변수들 간의 기초적인 

상관관계를 히트맵(Heat map)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은 기업가치 및 주요 재무지표 등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들과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자기주식 

취득은 재무지표 등과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ROA(수익성)와 Cash(보유현금)처럼 간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관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의 지분구조와 관련된 변수 중 외국인 

지분율(Foreign)과 국내 기관투자자(Inst.) 변수 등은 Activist 및 

기업의 Size 변수와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엄밀한 분석은 

뒤에 이어지겠지만 Activist의 투자가 기업의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Size 변수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투자 참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상관관계의 유추가 용이하다.  

[그림] 2-4.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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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 및 분석 결과  
 

5.1 자기주식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표] 2-5에 정리하였다. 먼저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 dummy에 대해서는 모형 1~7까지 일관되게 1% 

수준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이후 소결의 [그림] 2-5 Activist와 

자기주식 취득의 산점도 및 추세선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도 같다. 이에 

따라 가설 [H1-1] “Shareholders' Activism 영향은 자기주식 취득의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이다”는 강하게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자기주식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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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 보유현금(Cash)은 그 값이 클수록 자기주식 취득은 

제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자체에 과도한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이 영구히 유출되는 배당과 달리 

자사주 매입은 지분 형태로 회사 내부에 유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정책 시행 시점의 현금보유 수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결과로 

해석된다. 배당의 경우 배당 재원의 사전 확보 필요성 및 현금보유와 

현금배당 간의 일부 영구적인 trade-off 관계 등에 따라 현금보유가 

어느정도 되어야 배당이 증가하는 (+)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등 이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재무지표 등 여타 통제변수들과는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식 취득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요인 등이 배당과는 

달리 재무적 판단 측면이 약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황과의 

연관이 낮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rav et al., 

2005; Jagannathan et al., 2000; B. S. Lee & Rui, 2007).  

외국인 투자자 비율,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5% 수준에서 음(-)의 계수를 시현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의 배당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관계의 경우 등도 

있었으나, Activist를 새로이 설명변수로 반영하면서 Activist 대비 

방향이 다르게 도출된 것으로 유추된다. Activist가 아닌 모든 외국인 

투자가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해석을 위해 배당 결정요인 모형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존재 유무 또한 자기주식에 오히려 (-) 방향으로  

1% 수준 유의한 작용을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Activist들이 

단기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강요하거나, Activist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늘리는 경우 등과 달리, 주요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일회적인 자기주식 취득 확대보다는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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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당 결정요인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자기주식 취득과의 비교 목적의 배당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표] 2-6에 정리하였다. 먼저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 dummy에 대해서는 Activist 변수 단독 추정의 모형 1을 

제외하고 1% 수준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이 또한 이후 소결의 

[그림] 2-5의 Activist와 배당의 산점도 및 추세선 결과에서 예측한 

바와 같다. 추세선 및 패널회귀분석 결과표에서 보듯이 자기주식 

취득보다는 Activist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설 [H1-2] “Shareholders' Activism 영향은 현금배당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는 자기주식 취득 경우와 같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배당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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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 유형과 기업의 배당 간 관계를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김아리 & 조명현, 2008) 등과 유사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1999년~2003년, 5년간) 및 Activist 변수 적용 여부 

등은 상이하나, 상기 선행 연구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유형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 지분율(Foreign)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며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높아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도 1% 유의수준에서 배당 확대 방향으로 꾸준히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외국인 

지분율 등과 동일한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 

확대가 최대주주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 등에서는 대체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 지분율은 높은 정도로 유의미하게 나온 반면, 

투자자의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선행 연구에서는 장기 

투자 성격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유의성이 없고 재무적 투자자(FI)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10% 수준에서 배당 확대 방향을 나타냈다.  

기타 재무지표 등 통제변수들은 선행 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자사주 결정요인 모형 대비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자기주식 취득의 배당 대비 재무적 탄력성(Financial 

flexibility)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경상적인 재무 상황 등에 

근거한 지급정책 선택 시는 배당을 선호하고, 경영권 개입이나 일시적인 

주가부양 목적 등의 지급정책 결정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는 

것으로 실제 현실의 관측 내용 등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대상 data 및 Activist 변수 적용 여부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배당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유사한 방식을 새로 적용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및 Activist 변수 도입 

모형 또한 타당한 접근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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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지금까지 자기주식 및 배당의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 검토해 보았다. 

Activist의 존재 유무, 잠재적인 경영권 방어 상황이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의사결정의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 관련성 및 강도는 

자기주식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선행 연구 등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시적인 상황 대응 등에는 

자사주가 보다 적합하다는 재무적 탄력성(Financial flexibility)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배당은 한번 그 수준을 조정하면 주주들의 

기대 감안 시, 재조정이 어려울 수가 있는 반면 자기주식 취득은 보다 

일회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ctivist 등의 경영권 개입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한국 현실에서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 헤지펀드 등의 

압박을 피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생각해 

수 있다. 현재도 일부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기간이나 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보다 완화되고 기업 간 지분 교차취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5. 자기주식 Vs. 배당 

 

자기주식 배당 

 
 

(Scatter Plot by STATA Bin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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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추가로 배당에 대한 검정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들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Activist 유무가 배당의 수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tivist와 배당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사실로부터 배당은 주로 

재무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이 

경영권 강화 목적의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나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추가적인 니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현상 등도 빈번히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 기업집단의 ‘소수자 통제’(CMS;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특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K. Lee, 2002), 배당 또한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활용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과 비교 시에는 상대적으로 배당이 주요 재무요소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림] 2-6에서 보듯이 

외국인 지분율 및 최대주주 지분율 등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 또한 

배당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2-6. 배당의 결정요인 

 

Foreign Majority 

  
(Scatter Plot by STATA Bin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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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자기주식 결정요인 추가 검정 
 

A1.1 시차변수 모델 적용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모델에서 

Activist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기업 data는 매년 3월 공시되는 

직전년도 12월 기준 사업보고서의 집계 data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저량(stock), 유량(flow)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년도 data의 경우 

기준 시점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다.8 

핵심 변수인 Activist는 앞서 설명한대로 Activist Insight, Bloomberg, 

Preqin 등 대표적인 Global data provider의 국내 Inbound Activist 

투자 list 및 관련 헤지펀드 list 등 top-down 자료와 각 기업의 5% 

이상 지분 보유 주주구성 및 언론 보도 등에 근거한 실제 개별 기업 

단의 bottom-up 자료를 모아 상호 비교 등을 통해 dummy 변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중 Activist 판별 시점이 일률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한기간 앞선 시차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여 Activist 영향 판별 시점과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그리고 주요 재무, 지분구조 변수 등 시점 간의 차이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정을 진행했다.  

 

L. Activist : Activist 변수의 1기 래그(Lag) 변수 if  1 / otherwise 0  

실제 기준년도 12월말의 모든 data가 다음해 3월 사업보고서 시점에 

맞춰져 있으므로 저량(stock) 개념의 Balance 재무지표나 연말 기준 

지분구조 등의 경우, Activist 영향 해당 여부가 연말에 근접해 

발생했더라도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유량(flow) 개념의 Income 

관련 일부 재무지표의 경우 시차 변수를 별도로 추가 적용하는 것은 

강건성(robustness) 보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data는 data cleansing 과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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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추가 실증분석 결과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에 대한 시차 변수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자기주식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 결과 (Lag) 

 

1기 전기의 시차(Lag) Activist 변수를 고려한 시차 모델 또한 기존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핵심 변수 

Activist에 대해서는 모형 1~7까지 전 모형에 걸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모델과 

동일한 결과이다. 지분구조 관련 변수 중 외국인 지분율(foreign),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는 각각 10%, 5% 수준에서 

(-) 부호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Activist가 아닌 모든 외국인 

투자가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결과 또한 기존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모델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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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 지분율은 기존 모델과 달리 유의성이 다소 하락하였으며,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유무의 경우 기존 모델과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었다. 지분구조 변수 중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는 유의수준 기준은 5%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자기주식에 (-) 

방향으로 기존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기존 

최대주주, 일반 소수주주 등 이외의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외부 

법인이나 펀드 성격의 주주들은 일회적인 자기주식 취득보다는 정기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함의 또한 기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동일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로 동일한 시차(Lag) 변수를 제 2 장의 구조대로 배당의 결정요인 

모델에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들은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표] 2-8. 배당 결정요인 패널회귀분석 결과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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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대해 1기 전기의 시차(Lag) Activist 변수를 고려한 시차 모델 

또한 기존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배당 결정요인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변수 Activist에 대해서는 단일 변수로 추정한 

모형 1의 5% 유의수준 결과를 제외하고, 모형 2~7까지는 공히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모델과 동일한 결과이다. 시차를 고려 안 한 모델에서는 단일 변수 

추정 모형 1의 경우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분구조 관련 변수 중 외국인 지분율(Foreign), 최대주주 지분율 

(Majority), 국내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 유무는 모두 1% 

수준에서 (+) 부호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시차 미고려 

모델 및 기존 선행 연구들과 대동소이한 결과로 외국인 지분율이나 국내 

국민연금, 연기금,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해서는 배당이 내외부 주주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외부 주주에게 회사의 유보이익이 분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배당 확대가 최대주주 본인들의 이해에도 

어느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배당이 확대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제 현실에서의 관측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일례로 일부 재벌 기업들이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배당률을 

크게 높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배당은 주로 기업의 재무 상황 등과 연관성이 크며 한번 배당성향이 

정해지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변화가 있기는 다소 어려운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최대주주의 이해 관계에 따라 배당이 

영향을 받는 경향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통제변수인 재무 변수들과 지분구조 중 SI, FI 투자 유무 등은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일반 모델과 유사한 결과들이 확인되었으며 

선행 연구들과도 거의 동일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6 

 A1.3 Reverse Causality 이슈  

 
지금까지 시차 모델을 통해 Activist 및 지분구조 변수 등을 중심으로 

기존 모델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해 보고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모델에 대비한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시차 변수 

고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 모델은 각각 기존 

일반 모델과 동일한 결과가 시현되었다. 앞서 data 구조에서 설명한대로 

Activist 변수 자체는 변수들 중 유일하게 해당년도에 case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시점에 확인이 되고 있으나, 여타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다음년도 3월 시점에 해당년도 12월말 시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만큼의 시차 왜곡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 설계 구조와 달리 반대로 자기주식 취득이 활발한 

기업에 대해 Activist의 투자가 확대되는 역인과(Reverse Causality) 

이슈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시차 변수의 추가 검토가 이에 대한 

반증으로도 감안될 수 있을 것이다. 시차 상 왜곡이 있지 않고, 시차 

변수 적용 시에도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는 1차적인 사실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선행됨이 분명한 전기 Activist의 관련 여부가 해당 시점 

자기주식 취득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Activist 변수가 자기주식 변수에 대해 작용하는 정(+)의 인과 관계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존 선행 연구 및 현실의 금융시장 Activist 사례 검토 결과 

등을 참고할 때도 경영 간섭 및 단기 이익 추구 Activist들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활발한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주식 등 우호지분 

비율이 낮은 기업을 타겟팅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 비중만큼 기존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유사 시 삼성물산의 

KCC, SK(주)의 우호주주들에 대한 자사주 매각 사례 등처럼 Proxy 

Fight를 대비한 의결권 추가 확보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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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t에 대한 L. Bebchuk, A. Brav et al.(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 경영권 분쟁이나 Activist 경영 개입 시 

기업들이 즉각적 자기주식 취득을 초기 대응 수단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짧은 기간 내 자기주식 매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Activist들이 

경영권 개입 시도를 철회하는 사례 등도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정리하면 Activist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향후에도 높은 

현금배당 예상으로 매력적일 수 있으나, 과거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 

자체는 새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평소 주주환원이 미흡하고 더 늘릴 여지가 큰 기업을 

공략해 사후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요청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 기간 Activist 변수 및 1기 선행하는 시차(Lag) 변수 모두에서 

Activist의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 대한 확대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48 

제 3 장.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시장가치 영향 

 
1. 서 론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시장가치(Market value, 주가) 영향에 대한 

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재무담당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은 공시 시점 뉴스의 효과를 통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도 이후 살펴볼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 있어 거의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시장가치 

영향 분석에는 전통적인 사건연구(Event study)가 널리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및 Activist의 기업 시장가치에 대한 단기 

영향 검정 방법으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를 대상으로 한 사건연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째로 의무적 공시 시스템에 

의해 1) 주권상장법인, 2) 주권 이외에도 사채권,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파생결합증권 등을 상장 발행 

하였거나, 상기 증권들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상장폐지기업 포함), 3)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은 대표적인 보고 사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공시 없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공표한 전체 대상에 대해 사건연구가 행해질 수 있다.  

두번째로 장내 직접취득의 경우 공시 후 3개월 내에 취득이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 및 처분 결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공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또한 단순히 시장 ‘signaling’을 위해 막연히 공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최초 자기주식 취득 공시가 시장에서 신빙성 

있게 인식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초 계획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매입도 계약 체결 후 3개월, 계약 

만료 후 등에 5일 이내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비슷한 효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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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직접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에 

상관없이 취득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취득,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한 취득, 공개매수와 유사하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 매입하는 방법 등을 

따라야 하며, 특정 소수주주 등으로부터의 자의적인 취득 등이 불가하다. 

규정 상 다수의 불특정 주주들로부터 동일한 가격에 취득을 진행해야 

하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정 및 혼선의 가능성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국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를 기반으로 

한 사건연구는 비교적 투명하게 관측되고 검정될 수 있다. 기업들도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다른 목적이나 신호전달 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타의 구조나 방법 등이 없고, 이에 따라 자사주 관련 요인 및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자기주식 취득 단기 영향 관련 선행 연구 
 

사건연구(Event Study)는 Fama, Fisher, Jensen, and Roll(1969)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분할 공시의 정보 효과에 

대한 분석하는데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Brown and Warner (1980, 1985)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정리 

등을 거치면서 재무, 경영, 경제학 등에서 인접 분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초창기 자기주식 취득 관련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었으며(Grullon & 

Michaely, 2002; Vermaelen, 1981), 국내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사건연구(한용환 & 한문성, 2015) 등과 자사주 취득과 유상증자(박영규, 

2008), 자기주식 취득과 내부자거래(임병권, 박순홍, & 윤평식, 2015),  

자사주 처분과 내부자거래(김인중 & 김태규, 2019) 관련 사건연구 등 

범위를 확장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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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추정된 초과수익(AR) 및 누적초과수익(CAR)을 종속변수로 

요인 및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기 

영향의 결과인 초과수익, 누적초과수익을 장기에 걸친 지분구조나 재무 

요소들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에 직접적인 추가 변수로 반영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인 영향 분석은 별도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별도로 기업가치 및 노동소득을 실증 분석하는 접근법을 후속 

챕터들에서 적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주요 국가별 선행 연구 방법들 및 분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건기간(Event window)은 [-5,5], 추정기간(Estimation window)은 

150일, 200일을 기준으로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 선행 연구 단기 추정 결과 참고 

기존 논문 
대상 

시장 

Data  

기간 
사건기간 CAR 

Vermaelen (1981) 미국 1970-1978 [-1, +1] 3.00% 

Grullon & Michaely (2002) 미국 1980-1997 [-1, +1] 2.70% 

Kato et al. (2005) 일본 1997-2001 [-2, +2] 2.06% 

Hackethal et al. (2006) 독일 1998-2003 [-5, +5] 5.21% 

Sunitha et al. (2006) 인도 2002-2004 [-5, +5] 1.95% 

오태형, 배근호9 (2012) 한국 2001~2012  [-1, +1] 1.51% 

임병권, 박수홍, 윤평식 (2020) 한국 2004-2011 [-5, +5] 1.68% 

한용환, 한문성 (2015) 한국 2009-2012 [-1, +1] 1.18% 

 

  

 
9 한국 KOSPI 종목 중 금융기업에 대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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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3.1 기본 가설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시장가치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가설은 Activist 

관련 여부에 따른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검정하도록 한다. 

[H2-1] 자기주식 취득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시장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H2-2] 경영권 방어 상황 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주가(시장가치) 영향은 긍정적이며 더 크게 반응한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및 글로벌 시장 등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초과수익 관련 연구 결과들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결과 또한 대체로 단기적인 시장가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연구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Activist 유무 관점에서 

시장가치 반응 정도를 검토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어, 가설 [H2-2]의 

검증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Event study 기본 모형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단기 시장가치(Market value, 주가) 영향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널리 활용된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우선 고려하였다.  

Event study는 기업의 배당, 자사주 매입, M&A, 증자, 기타 공시 등 

특정 이벤트들이 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결정 공시일을 사건일(Event day)로 적용, 

사건일 전후의 해당 기업의 초과수익률을 산정하고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정한다. 사건연구(Event study)의 성격 상 초과수익률의 수준이 확인 

가능하므로 가설 [H2-1], [H2-2]의 직접적인 비교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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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익률(normal return)을 벗어나는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 

산정은 사건일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Estimation window, 

추정기간)의 정상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사건일 전후 이벤트와 

직접적 관련이 예상되는 기간(Event window)의 실제 주가 수익률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Brown and Warner(1985) 등이 정리한 다음 3가지 

모형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선행 연구(Peterson, 

2019),(정형찬, 2006) 등에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연구들에서 단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3) Market Model 

분석을 적용하도록 한다.  

 

(1)  Mean-Adjusted Model (평균조정수익률 모형) 

모형은 정상수익률(normal return)을 과거 Estimation window 중의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결과를 적용한다. 

 

         𝐴𝑅𝑖𝑡 = 𝑅𝑖𝑡 − �̅�𝑖 

          �̅�𝑖 = 
1

𝑡𝑒
∑ 𝑅𝑖𝑡

𝑡2
𝑡=𝑡1

   

 

여기서, 𝐴𝑅𝑖𝑡 = 개별 기업 𝑖의 𝑡일의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 

        𝑅𝑖  = 개별 기업 𝑖의 𝑡일의 실제수익률(actual return) 

        �̅�𝑖  = 개별 기업 𝑖의 추정기간 평균수익률(average return) 

   𝑡𝑒  = 추정기간,  (𝑡1~ 𝑡2) ∈ 𝑒𝑠𝑡𝑖𝑚𝑎𝑡𝑖𝑜𝑛 𝑤𝑖𝑛𝑑𝑜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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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et-Adjusted Model (시장조정수익률 모형) 

이 모형은 정상수익률(normal return)을 과거 Estimation window 중 

benchmark가 되는 지수(index) 등의 시장수익률을 직접 적용한다. 

 

         𝐴𝑅𝑖𝑡 = 𝑅𝑖𝑡 − 𝑅𝑚𝑡  

 

여기서, 𝐴𝑅𝑖𝑡 = 개별 기업 𝑖의 𝑡일의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 

        𝑅𝑚𝑡 = 𝑡일의 실제 시장 지수 수익률(actual market return) 

 

(3)  Market Model (OLS 시장 모형) 

 

         𝐴𝑅𝑖𝑡 = 𝑅𝑖𝑡 − �̂�𝑖 − �̂�𝑖𝑅𝑚𝑡      

 

여기서, �̂�𝑖 와 �̂�𝑖 는 추정기간 중 아래 OLS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𝑅𝑖𝑡 = 𝛼𝑖 + 𝛽𝑖𝑅𝑚𝑡 + 𝜀𝑖𝑡  ,  (𝑡1~ 𝑡2) ∈ 𝑒𝑠𝑡𝑖𝑚𝑎𝑡𝑖𝑜𝑛 𝑤𝑖𝑛𝑑𝑜𝑤 

 

3.3 유의성 검정 및 검정통계량 
 

초과수익률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사건일(Event day) 포함, 사건기간 

(Event window)의 각 일자별로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귀무가설로 t-test를 하게 된다.  

  𝐻0 : 𝐴𝑅𝑖𝑡 = 0   ,  (𝑡1~ 𝑡2) ∈ 𝑒𝑣𝑒𝑛𝑡 𝑤𝑖𝑛𝑑𝑜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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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정기간(Estimation window) 동안 분석 대상 기업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을 평균한 평균초과수익률(Average 

abnormal return)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다음의 포트폴리오 시계열 

검정법(portfolio time series method) 및 해당 검정통계량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Brown & Warner, 1985). 

 

        𝑡-𝑠𝑡𝑎𝑡𝑖𝑠𝑡𝑖𝑐  = 
 𝐴𝐴𝑅𝑡

𝑆.𝐸.(𝐵𝐴𝐴𝑅𝑡)
 

 

      여기서,  𝐴𝐴𝑅𝑡  = 
1

𝑁
 ∑ 𝐴𝑅𝑖𝑡

𝑁
𝑖=1   ,  (𝑡1~ 𝑡2) ∈ 𝑒𝑣𝑒𝑛𝑡 𝑤𝑖𝑛𝑑𝑜𝑤  

 𝑁 = 개별 기업 𝑖의 수 (포트폴리오의 크기) 

             𝐵𝐴𝐴𝑅𝑡 = 𝐵𝑒𝑛𝑐ℎ𝑚𝑎𝑟𝑘 𝐴𝐴𝑅  

                    = 
1

𝑁
 ∑ 𝐴𝑅𝑖𝑡

𝑁
𝑖=1  ,  𝑡 ∈ 𝑒𝑠𝑡𝑖𝑚𝑎𝑡𝑖𝑜𝑛 𝑤𝑖𝑛𝑑𝑜𝑤 

 

 

아울러 누적초과수익률(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CCAR,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로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며 해당 내용은 아래 식들과 같다.  

 

              𝐶𝐴𝑅𝑖(𝑡1~ 𝑡2)=∑ 𝐴𝑅𝑖𝑡
𝑡2
𝑡=𝑡1

    

 

       여기서,    𝑡2 = 𝑡1 + 1  ,    (𝑡1~ 𝑡2)  ∈ 𝑒𝑣𝑒𝑛𝑡 𝑤𝑖𝑛𝑑𝑜𝑤 

         𝐶𝐴𝐴𝑅𝑡 =
1

𝑁
∑ 𝐶𝐴𝑅𝑖𝑡

𝑁
𝑖=1   ,  (𝑡1~ 𝑡2) ∈ 𝑒𝑣𝑒𝑛𝑡 𝑤𝑖𝑛𝑑𝑜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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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Data 
 

4.1 자료 수집 

 
기본 분석 대상 자료는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중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를 활용하였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들의 관련 공시 전수 data를 활용, 일부 

표본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집계 편의(sampling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이후 분석 data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적인 영향 

등 본 논문의 다른 장에서 다루는 분석 자료 등과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운용사, 저축은행, 신탁사) 및 

12월 결산이 아닌 종목을 제외하여 먼저 268개의 전체 공시 data를 

집계하였다. 또한 사건연구(Event study) 적용을 위한 분석 목적에서 

추가적으로 아래 사례들을 제외,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45개 data로 

정리되었다.  

 

(-) [기재정정] 시 event 효과 왜곡 가능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단기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반복함으로써 Estimation window 

기간이 다른 Event window와 겹치는 경우 제외 (평균 연 1회 

반영 기준) 

(-) Estimation window가 형성 안된 경우 배제 (상장 직후 공시 등) 

기재 정정은 공시일 이후 자사주 취득 목표 수량 등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해 재공시를 하는 경우인데, 이미 시장에 자기주식 취득 사실이 

알려진 후 공시 내용이 수정됨으로써 여타 공시 사례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은 특성 상 반복적으로 공시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도 빈번한데 Estimation window가 다른 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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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window 등과 겹칠 경우, 분석의 기본 가정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자사주 취득이 반복된 기업의 경우라도 통상 연간 1회 

정도의 취득 공시가 분석에 반영되게 되었으며, 종목수 기준으로는 

67개 종목이 최종 검토 대상이 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개별 종목 주가 및 시장수익률(market performance) 

측정 목적의 KOSPI 주가지수는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4.2 자기주식 취득 공시 현황 
 

2014년~2019년 간 자기주식취득 공시는 전체 268건이며 10 , 이 중 

주주행동주의(Activist) 관련 종목 공시는 51건(19.0%)으로 나타났다. 

기준 시점 및 분석 대상은 다소 상이하나, 앞서 10년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패널 데이터의 주주행동주의(Activist) 관련 비중인 19.6%와 

유사한 비중 결과이다.  

[그림] 3-1에서 살펴보면, 자기주식 직접취득 공시는 연간 30건에서 

50건 수준을 오르내리며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2019년은 다소 줄어든 

양상을 시현하는데 반해, Activist 관련 case 건수는 2018년 이후 2년 

동안 한단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자기주식취득 공시 추이 (2014~2019년) 

전수 case (건) Activist 관련 case (건) 

  

Source: 금감원 Dart 전자공시 

 
10 12월 결산 제조업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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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 및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 및 2014년 이후 6년간 

직접취득 공시 전수 data에 근거한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가치(market value)에 초과수익을 가져오며, 특히 경영권 

방어 상황 하, Activist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영향은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은 data 정비 후 분석 대상인 전체 145개 case에 대해 

Activist 관련과 통상적인 자사주 취득 공시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5, 5]의 사건기간(Event window)에 대해 포트폴리오 시계열 검정법 

(portfolio time series method)에 의해 평균초과수익률(Average 

abnormal return)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각 셀의 숫자는 대상 시점의 해당 그룹 기업들의 초과수익률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그 숫자가 높고 낮은 정도가 유의성 검정 결과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초과수익률 시현 여부 및 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전체 Overall case에 대해서는 사건일[0], 사건 1일후[1], 등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으며, 사건 4일후[4]에 

대해서도 5% 수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건일을 전후로 한 

평균초과수익률의 부호 방향 또한 예상과 일치한다.  

대상 data 중 Activist와 관련된 Activist case 51건에 대한 검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체 Overall case와 유사하며, 특히 나머지 94건의 

통상적인 Ordinary case와 비교했을 때 사건 1일후[1], 사건 4일후[4] 

등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표준오차가 낮은 Ordinary case 대비, 보다 

분명한 초과수익 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58 

[표] 3-2. Average Abnormal Return (200일 기준) 

 

 

 

이상의 검정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3-2, [그림] 3-4와 

같다. Overall, Activist, Ordinary 모두 비슷한 초과수익 양상을 

시현하고 있으나, Activist에서 그 정도가 가장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분류 정의 상 Overall은 Activist case와 Ordinary case를 종합한 

시장가치 변동 수준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건기간(Event window) 11일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3가지 경우 모두 

사건일[0] 시점 이전 기간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초과수익을 시현하며 

미미한 오르내림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나, 자기주식 취득의 주가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결과로 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사건일[0] 시점에 

강한 충격과 함께 초과수익이 시현되며, 자사주 매입 공시의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공시 이후 3개월 정도 실제 자기주식 취득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시 자체에 단기적인 정보신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사건 1일후[1]까지 초과수익을 

보이다가 사건 4일후[4] 한번 반등을 보이고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이며, 

Activist case가 그 진폭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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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Overall AAR (200일 기준) 

 
 

[그림] 3-3. Activist AAR (200일 기준) 

 
 

[그림] 3-4. Ordinary AAR (20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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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초과수익률(AR, Abnormal return)을 합산한 누적초과수익률 

(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 및 누적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간 [-5, 4] 동안 전체 누적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 [그림] 3-5 결과와 같다. 아래 CAR 전체 누적 

graph를 보면 Activist > Overall > Ordinary 순으로 누적초과수익률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CAR 및 CAR 전체 누적 결과 (200일 기준) 

 

 

 

 

 

동일한 분석을 추정기간(Estimation window) 150일로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에 이어 정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시점 

및 각 그룹별 양상 등이 200일 case와 거의 일치한다. CAR 전체 

누적에서 200일 대비 간격이 약간 좁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매우 

미미하고 방향성은 동일하여 200일과 상이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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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verage Abnormal Return (150일 기준) 

 

 

 

[그림] 3-6. CAR 및 CAR 전체 누적 결과 (15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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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Overall AAR (150일 기준) 

 

 

[그림] 3-8. Activist AAR (150일 기준) 

 
 

[그림] 3-9. Ordinary AAR (15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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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검정 결과, 예상했던대로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시장가치 영향 대한 

다음 가설들은 Activist 등 경영권 방어 상황과 관계없이 사건일[0] 및 

사건 1일후[1]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됨이 검정되었고, Activist와 

관련해서 보다 관심있게 살펴본 가설 [H2-2]의 경우 가정했던 바대로 

보다 크게 반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2-1] 자기주식 취득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시장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H2-2] 경영권 방어 상황 하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주가(시장가치) 영향은 긍정적이며 더 크게 반응한다 

 

본 장에서는 제 4 장 등 이후 챕터들에서 검토될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및 노동소득 영향 분석의 사전적인 연구로서 취득 공시 시점의 단기 

효과에 대한 유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ctivist 등의 

경영권 개입 상황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도모하였던,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의 사례가 근거 

있는 대응책이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표] 3-4.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공시를 한 기업 사례 

 해당 기업 

10 회 이상  KSS 해운, 동남합성, 미원상사, 미원홀딩스  

9 회 삼성전자  

8 회 MH 에탄올  

7 회  현대차, 미원화학 

6 회 - 

5 회 네이버, 경방, 신일전자, 하나투어  

4 회 광전자, 무학, 삼화페인트, NHN, 유나이티드, KT 

3 회  GS 건설, 광동제약, 기아차, 서흥, 한국카본 

2 회  HDC, JW 중외제약, SK, 셀트리온 외 다수 

Source: 금감원 Dart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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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후속 연구 등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결과 공시 및 처분 공시, 

자사주 매입 관련 신탁계약 체결 공시 등 본 사건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건(event) 등을 추가로 모형에 반영하여, 본 논문의 핵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사건연구(Event study)는 시장가치(Market value), 즉 주가에 

대한 단기 영향을 살펴보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주식 사건(event) 

및 Activist 관련 영향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영향 분석이나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영향 분석 등의 본질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10년치 

국내 상장사 전수 집계 data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패널회귀 모델 

검토를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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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및 투자 영향 

 
1. 서 론 
 

이 장에서는 자기주식의 확대가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및 투자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주식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은 앞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선행 연구 등에서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관련 선행 연구들이 

많지는 않으나, 주로 가설 및 분석 대상 지역, 접근 방법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2010년대 이후 연구들은 사건연구(Event study) 결과에 따른 단기 

주가 부양 효과나, 경영이 양호한 기업이 자기주식을 통해 회사 경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신호(signaling)을 전달한다는 비교적 단순한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신호 자체의 진실 여부와 경영진의 신호 조작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Manipulation hypothesis).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이 대다수의 경우 경영권 상황과 관련된 대응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이 경우 기업가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경영권 방어 가설(Takeover deterrence hypothesis) 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Chan et al., 2010; Han et al., 2014; Sloan & You, 2015).  

국내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등이 일상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모습 등은 관측이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자사주 매입의 경우 

주로 경영권 강화 등과 맞물려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경상적인 

재무 판단에 근거한 지급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자사주 

영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리서치 과제에 

대해 검정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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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기업이 

창출한 한정된 이윤을 기업의 추가 성장 목표를 위한 신규 투자 및 

생산요소들의 기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분배 등이 아닌 자기주식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투자 하락, 기업의 효율성 저하, 

노동 등 기타 요소 보상 감소에 따른 반작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장래 투자를 위한 사내 유보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배분과 

노동 분배, 자본 분배 등을 결정할 때, 각각의 한계 생산성에 근거한 

합리적 배분이 아니라, Activist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의 일시적인 

경영권 개입 등에 의해 왜곡이 발생하게 될 경우 투자 감소나 분배 왜곡, 

이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 영향 등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가치 및 투자 영향 관련 선행 연구 
 

자기주식의 확대가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및 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선행 연구 부분에서 설명했던 바대로 배당 등 

여타 재무활동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등의 지분구조 등 대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한된 선행 연구들 중에서 자기주식 관련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사건연구(Event study) 등의 방법론을 취하면서, 

단기적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영향과 기업의 본질적인 내재가치 

(intrinsic value)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단기간에 걸친 시장가치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정보신호가설 등에 기반,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의 장기 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Ikenberry et al., 1995) 등에 비해 

비교적 이후 연구들의 경우 신호 효과 및 긍정적 영향 등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실증 분석 내용들도 적지 않다.  

먼저 Grullon & Michaely(2004)는 실적이나 수익 예상이 우수한 

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이를 ‘signaling’을 한다는 기존의 

정보신호가설이 아닌,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 성장성 저하 기업들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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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을 늘린다는 Free cash flow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성 및 성장성이 

저하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han et al.(2006)은 실제 주식시장의 움직임 등의 관측 결과로부터  

시장조정가설(Manipulation  hypothesis)을 제시하며, 일부 경영자들이 

자기주식 취득 및 발생주의 회계처리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시각으로 경영자 

기회주의 가설(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및 공시 등이 거짓 신호(false signal)일 경우 대상 기업의 장기 

성과는 더욱 낮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도 있으며(Fried, 2005), 의심 

기업의 공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나, 장기 경영 성과 또한 

긍정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아무런 경제적 의미가 없다는 후속 연구 

결과 등도 있다(Chan et al., 2010). 

기존 국내 연구들은 자기주식 취득의 정보신호가설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기주식과 기업가치 간 횡단면 분석 및 패널 분석 

등보다는 주가 변화 등 단기 시장가치 영향 관련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기업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사례도 최초 Fama & French(1998), 

Pinkowitz et al.(2006) 등의 연구 접근법 등을 준용하여 대부분 

자사주가 아닌 배당의 기업가치 영향 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 연구 

중 배당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진호, 정종범(2006) 

등이 있으며, 이중 김아리, 조명현(2008) 등의 연구는 외국인 지분율, 

투자자 유형 등의 관점에서 배당 및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자기주식보다는 배당 등의 기업가치 및 투자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일반적이었으며, 본 학위논문의 다른 하위 주제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Activist 등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한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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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기업가치(Firm value) 및 투자에 대한 추정 회귀식은 Fama & 

French(1998)가 제시하고 Pinkowitz et al.(2006) 등이 수정한 Value 

regression에서 출발, 배당과 자사주 등 지급정책(payout)의 기업가치, 

투자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추가 모형 및 변수 등을 참조하였다.  

 

3.1 영향 분석 주요 방법론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분석은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패널회귀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들의 

패널 data를 활용할 경우의 이점 등은 앞서 결정요인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패널 data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 재무요소, 

지배구조 관련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모형 

측면에서도 분석 대상 개체들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통제 및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내생성 

(endogeneity) 문제 완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전수 data를 활용하여 집계 편의(sampling 

bias)나 소표본 편의(small-sample bias)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패널 

data를 통한 이질성 편이(heterogeneity bias)나 생략된 변수 

편이(omitted variables bias) 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패널 data의 

이점을 살린 모형을 설계하였다.   

패널 data 분석의 3가지 모형 중에서는 앞서 자기주식 결정요인 

분석과 유사하게, 완화된 가정 적용 및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등을 통해 세번째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선택하였다. 

추가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또는 배당이 그 자체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이슈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 도입을 통한 

2단계 최소제곱법(2 Stage Least Squares; 2SLS)을 적용하였다.  



 69 

정리하면, 고정효과 모형 패널회귀분석의 기본 모델 및 이와는 별도로 

2단계 최소제곱법(2 SLS) 적용 모델에 대해 추정을 진행하기로 한다.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또한 기업가치 영향 분석과 동일한 구조 및 

설계로 진행하여 자기주식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에 대해 도구변수를 적용하고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형을 기준 모델로 추정하였다. 기존 기업가치 영향 분석 시에는 

통제변수로 Capex 변수가 활용되었지만,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모델에서는 Capex가 종속변수의 중요 부분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통제변수에서 제외시키는 등 분석 목적 및 고려 요소 반영 등에 따라 

일부 변수 적용 등에 있어 차이점은 존재한다.  

도구변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도구변수 자체가 외생성을 갖고 

있어 잔차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고(Exogeneity), 관심 설명변수인 

자기주식 및 배당과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Relevance). 

추가로 도구변수는 배제 가능성(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외에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어야 한다(Murray, 2006). 이상의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사주식이나 배당 등 지급정책을 통한 정도가 일반적일 수 있는 

지분구조 관련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도입하였고, 일부 선행 연구들의 

모형 구조 등을 참고하였다(남혜정, 2017; 박재성, 2010).  

자기주식 및 배당을 내생변수로 판단, 도구변수를 도입하였는데 만약 

해당변수들이 내생성이 없고 외생성을 가질 경우, 2단계 최소제곱법 

(2SLS) 모델의 추정량들은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기는 

하나, 기본 OLS 모형 추정량에 비해 비효율적인 추정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설명변수의 내생성 확인을 위한 하우즈만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구변수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및 기본 

회귀모형의 Hausman 𝜒2  통계량이 1% 수준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내생성 및 도구변수 적용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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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들과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자기주식(buyback) 취득의 기업가치 

영향 기본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obin’s Q = 𝛼 + 𝑋′𝛽 + 𝜀             - (2) 단계 

X = { Buyback, Activist, Foreign SI/FI, Institution, Foreign, Majority, 

Age, ROA, Cash, Capex, Size, Debt, Growth } 

 

분석 대상 핵심 설명변수는 Buyback 및 Activist이며, 지분구조 관련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추가 고려하였고, 기타 통제변수 등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요인 모형 및 선행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Buyback = 𝛼 + 𝑋′𝛽 + 𝜀               - (1) 단계 

      Buyback = { Foreign, Institution }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의 투자 영향에 대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Investment = 𝛼 + 𝑋′𝛽 + 𝜀            - (2) 단계 

 

X = { Buyback, Activist, Foreign SI/FI, Institution, Foreign, Majority, 

Age, ROA, Cash, Size, Debt } 

 

주된 핵심 설명변수는 Buyback 및 Activist이며, 종속변수에 반영된 

Capex를 원래의 통제변수에서 제외하는 등 지분구조 설명변수와 기타 

통제변수 등은 기존 기업가치 회귀식에서 일부 조정을 반영했다.     

Buyback = 𝛼+𝑋′𝛽 + 𝜀                - (1) 단계 

Buyback = { Foreign, Maj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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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변수 설명 

 
핵심 독립변수로 Buyback과 Activist을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형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 외국인 지분율 및 

최대주주 지분율 등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을 추가적인 관심 설명변수로 

반영하여, 결정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Activist와 연계된 전체적인 

경영권 방어 상황이나 지분구조 관련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는 결정요인 회귀 모형 및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1) 종속변수 – Tobin’s Q 및 Investment 

기본 패널 모델과 2단계 패널회귀 모델에서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가치 종속변수는 가치 회귀식(Value regression)의 기본 모형 및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Tobin’s Q를 적용하였다.  

 Tobin’s Q : (Market. Cap + 부채총계) / 총자산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Tobin’s Q을 기업가치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11 , 일부 연구에서는 MtB (Market Value to Book 

Value)나 EPS, PBR 등의 성과변수를 대용하기도 하였다. 대체비용 

(replacement costs)으로서의 Tobin’s Q의 적절한 계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Kim et al., 2015), 본 논문에서는 일부 

제약이 따르더라도 활용 빈도 및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본 산식을 

적용하였다.   

자기주식 취득의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자본적 지출(Capex)과 

연구개발비(R&D)를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Investment : Capex + R&D 

 
11 DCF 등 Financial valuation에서 널리 쓰이는 EV (Enterprise Value; 

Market. Cap + Net debt )와도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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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x: 자본적 지출 / 총자산 (투자기회 의미, payout의 대안 성격) 

R&D: 연구개발비 / 매출액 

Capex(Capital expenditure)는 미래의 이윤이나 가치의 창출을 위해 

지출된 투자로 주로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수명이 다된 기존의 

고정자산을 대체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나타내며, 전반적인 투자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 변수이다. 일부 단순 유형고정자산의 증감을 투자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연구 등도 있으나, 이 경우 감가상각 등의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유형고정자산 매각이 감소로 반영되게 되어 

경상적인 투자 수준의 대용치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 영향 추정 모델에서 투자에 대한 통제변수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Capex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타 장기적인 연구개발 등의 투자 관련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R&D 

계정을 추가 반영하였다.  

 

(2) 주요 설명 변수 – Activist 및 지분구조 관련 변수  

기본 모형에서는 핵심 변수인 Activist와 외국인 투자자 유형,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여부,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 

보완적인 지분구조 관련 변수 등의 설계는 결정요인 분석과 유사하다. 

기업가치 영향 및 투자 영향 분석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핵심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설명변수로 활용 시의 Buyback과 Dividend 변수 정의는 

이전 모형에서의 종속변수 시와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Buyback: 자기주식수 / 발행주식수(보통주) 의 ln 

Dividend : 배당금 총액 / 총자산 의 ln 

Activist :  if  1 / otherwis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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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FI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2단계 패널회귀 모델에서는 앞서 방법론 부분에서 설명한대로 

지분구조 변수 중 대표적인 외국인 지분율과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를 

적용하였다.  

Foreign: 외국인 지분율 

Institution 국내 기관투자자 :  if  1 / otherwise 0 

 

(3) 기타 통제 변수 – 재무 변수 등  

Activist 및 지분구조 변수 외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영향 등의 통제 목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추가 

요인으로 반영되었던, 기업연령, 기업규모 및 주요한 재무요소 등을 

통제변수의 형태로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적용하였다.  

투자(Investment)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투자와 일부 개념이 중복될 수 

있는 Capex 및 Growth 변수는 통제변수에서 제외하고 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Age: 사업수행 개월수의 ln 

Cash: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총자산 (현금비중) 

Capex: 자본적 지출 / 총자산 (투자기회 의미, payout의 대안 성격) 

Size : 총자산의 ln 

Debt : 총부채 / 총자산 

Growth: 총자산 성장률 (Asset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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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Data 
 

4.1 기업 data 수집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 투자 영향 분석에 이용된 

data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전수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표본 조사 방식에 따른 집계 

편의(sampling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2008년~2009년에 걸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기부터 분석 대상으로 하고, 결산 자료 입수 및 

Covid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자료까지 집계하였다.  

전체 9,020건의 전수 data에서 출발, 아래 사항들에 적용된 사례들을 

제외하고, 최종 6,820개 data가 분석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 상장지수펀드 : 128개 종목 (KODEX, Tiger, Arirang 등) 

(-) 부동산투자회사, 자원개발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18개 

(-)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 운용사, 저축은행, 신탁사) : 39개 

(-) 상장관리 종목,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 22개 

(-) 12월 결산이 아닌 종목 : 13개 

해당 기업들의 기본적인 재무자료는 Kis-value peer data에서 집계, 

10년간 balanced panel data로 가공하였으며, Fnguide dataguide pro 

에서 일부 재무자료를 보충하였다. Kis-value massive data에서는 기업 

개황 자료, 5대 주요 주주명 등 최근년도 기준 현황 자료와 market 및 

valuation 관련 연간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자기주식 및 지분 관련 data는 각각 Fnguide 

quantwise data의 기말 자기주식수 및 Fnguide dataguide pro 지분 

관련 data를 기본 자료로 수집하였다.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 지분율 자료는 Kis-value massive data 및 Fnguide dataguide 

pro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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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석 및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유형(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구조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대상 

기업들의 10년간 5% 이상 지분 공시, 10% 이상 지분 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이를 패널 data에 주요 변수로서 반영하였다. 

기업가치 및 투자 관련 data를 제외한 기본적인 data 선별 및 

cleansing 과정, 얻어진 data의 구조 등은 제 3 장의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의 data 수집 과정과 동일하다.  

기업가치 및 투자 관련 Activist data 또한 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배당 결정요인과 동일한 data를 활용하였다.  

참고로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5% 이상 지분 

참여 수준은 2010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 

투자 등 외국인 FI(재무적 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글로벌 증시 상황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연도별 추세에 

일부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외국인 SI 및 FI 투자 종목 추이 (5% 이상) 

 
Source: 금감원 Dart 전자공시, Fnguide Fn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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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 및 분석 결과  
 

5.1 기업가치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먼저 도구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패널회귀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표] 4-1에 정리하였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 dummy에 

대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이는 가설, [H3-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와 일치하며, Activist 유무 등 경영권 방어 상황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도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 기업가치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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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 연구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도 자기주식 취득의 

기업가치 영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한 가설이나 연구 결과들이 

적지 않다(Chan et al., 2010; Fried, 2005; Grullon & Michaely, 2004). 

앞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의 경우 재무적 

동인이 아닌 Activist 대처 등 경영권 방어나 지분구조 관련 요인이나 

판단 등에 따라 일시적 대응 수단으로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며, 선행 

연구들의 논리 및 실증 검토 사례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ctivist 영향 유무의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은 1% 수준에서 음(-)의 

계수를 시현하여, 가설 [H3-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획득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예상과 동일하게 부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기관투자자 등 국내외 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치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 유무는 (-) 계수로 전략적 제휴, 외국인 

지배 등의 경우,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짐작과는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본 실증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참여가 

통상적인 기대 대비 국내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의 유형 및 

지분 참여를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주식 

(Buyback)의 내생성(endogeneity) 이슈를 추가로 통제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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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업가치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2SLS)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도구변수를 도입한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은 [표] 4-2 정리 결과와 같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 dummy에 대해서는 5% 수준 유의한 결과로 기본 

패널회귀 모델과 유사하게 가설 [H3-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획득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와 일치하는 

결과를 시현하였다. 자기주식 취득(Buyback) 변수 또한 기본 모형과 

동일하게 가설, [H3-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와 1% 유의수준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2. 기업가치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 (2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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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성(endogeneity) 문제 완화를 거친 보다 정교화된 상기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 분석 결과에서도 국내 기업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경영권 방어 등 비경상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어느 경우에서든 기업의 내재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SI) 및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 유무는 

음(-)의 계수로 재확인되어,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지분 

참여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유형 등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유형 및 최대주주 지분율 관련 분석 

결과는 자기주식 및 Activist가 검토 대상인 배당 관련 기업가치 선행 

연구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주주 지분율의 

영향의 경우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타 통제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배당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시현하였다. 특히 Cash(보유현금), 

ROA(수익성), Size(기업규모) 등이 유의성을 보였으며, 기업가치와의 

영향의 방향도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Size는 기본 모형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형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Tobin’s Q 12 의 사전 정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ize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추정 선행 

연구들에서 다소 방향성이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상관관계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12 (Market. Cap + 부채총계) / 총자산으로 총자산(Size)이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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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투자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2SLS) 

 
투자 종속변수로 도구변수를 도입한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은 [표] 4-3. 투자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난 

내용과 같다.  

앞서 주요 변수 설명 부분에서 정리한대로 투자(Investment) 종속 

변수는 기존 기업가치 모형의 통제변수 중 하나였던 Capex에 추가로 

연구개발비(R&D)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그 결과, 주요 관심 변수인 자기주식(Buyback) 및 Activist에 대해 

기업가치 등 여타 패널회귀 모델 대비 유의성은 높지 않으나, 10% 

유의수준에서 기본적인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있다.  

[표] 4-3. 투자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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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주식은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변수와 함께 추정한 (4)번 

모형을 제외하고,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1] “자기주식 취득은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예상대로 

지지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 중의 하나인 Activist와 관련해서 가설과 동일하게 

투자에 대해 음(-)의 계수가 시현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4-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획득은 투자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분구조 관련 변수에 대해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형을 통해 

동일하게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더미변수의 경우, 투자에 대해 10% 수준에서 투자에 부정적인 상관 

관계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기타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등은 모두 투자에 음(-)의 계수가 시현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배당 및 주요 지분 변수들의 투자에 대한 영향을 검정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 변수를 제외하고 배당을 포함한 주요 

지분구조 관련 더미변수 등 모든 관심 설명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김아리 & 조명현, 2008).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만을 적용한 반면,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을 도구변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기주식에 대한 도구변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자기주식 변수를 통해 투자에 부정적인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사전에 직관적으로 

예측한 가설 내용과도 부합한다. 

추가로 재무 관련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기업규모(Size)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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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국내 기업 관점의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보유현금(Cash)은 투자(Investment)와 

음(-)의 관계를 시현하였는데, 현금보유를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 

노력이 투자 확대와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자기주식(Buyback)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추가로 

통제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주식 취득 확대 및 Activist 존재 유무 등 주요 관심 변수들이 

투자(Investm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투자 감소에 따른 경로와 모델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추가적인 여타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제 5 장에서 살펴볼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경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 하에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앞서 기업가치 영향 모델에서 종속변수 기업가치 분석 시 

투자(Investment)의 주요 요소인 Capex가 이미 통제변수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서도 자기주식 및 Activist 등 핵심 변수들이 투자 

감소 등의 경로에 의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있는 상황은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앞서 기업가치 모델과는 달리 도구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패널회귀 분석 결과는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델에서는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과 유사한 결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으나, 고정효과(Fixed effect) 모델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모델에서는 

보다 완화된 가정을 적용한 고정효과 모델을 기본 모델로 고려하고 있고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자체가 보다 엄밀한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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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국내 기업들의 경우 앞서 제 3 장. 자기주식 취득의 단기 효과에서는 

주가에 일시적인 초과수익을 확인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적인 

기업가치 영향 측면에서는 Activist 및 경영권 방어 상황 등과 상관없이 

모든 모형 분석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자사주의 기업가치 영향 관련 해외 주요 선행 연구들 및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 등에 따르면 기업가치와 자기주식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일반적이며, 경영권 개입 관련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국내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는 경영권 강화 

목적 등의 동인이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제 2 장에서 Activist 관련 여부에 따라 분류된 패널 A, B의 

기업가치(Tobin’s Q) 관련성을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 상관 관계를 가지며, 패널 B Activist의 경우 추세선 추정 결과가 

더욱 가파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기주식 및 배당의 결정요인에서 

Activist가 자기주식의 주요 요인이었던 결과와 본 장에서의 Activist의 

검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Activist 활동이 국내에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Panel A, B 기업가치 비교 
 

Panel A - 전수 case Panel B - Activist case 

  
(Scatter Plot by STATA Bin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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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 Activist 외에도 외국인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의 유무 

또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극단적인 

Activist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인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경우도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에 대한 선행 연구 등에서 해외 투자자 대부분이 배당을 늘리게 

작용했던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면, 자기주식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투자 확대 

등 본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보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자기주식 확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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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기주식 취득의 노동소득 영향 

 
1. 서 론 
 

자기주식 및 Activist 등의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이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창출한 전체 이윤과 가치 등을 

부가가치(Value added)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가가치는 다수 생산 참여자들(노동자, 채권자, 자본가, 기업, 정부 

등)이 공동의 기여로 산출한 기업의 성과가 다시 요소별로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다(Riahi-Belkaoui, 2003; 

김승용 & 마승수, 2017). 자기주식 또한 이러한 분배 과정에서 자본에 

대한 분배의 일환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분배인 노동소득과 함께 부가가치의 틀 내에서 상호 영향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크게 배당, 자기주식 등 자본 요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래 이윤 및 가치의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가 

즉시 진행되거나, 사내 유보 등을 통해 장래의 투자를 예비하게 된다. 

세금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본소득 분배와는 별도로 

노동소득 분배가 제공되어 노동 요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제 4 장. 기업가치 및 투자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의 3가지 분배 과정 중에 주주 배분에 속하는 자기주식의 

확대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주에 대한 정당한 배분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주식의 확대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예상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기반하여, 보다 일정하게 추진되는 배당 등 대비 

Activist 상황 등 외부의 일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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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주식 및 Activist 등 주요 관심 

변수들에 대해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을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기본 

분석 틀에 기반해서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노동소득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 

연구 등이 부족한 편이다. 다만, 주주행동주의(Activism)의 노동소득 

영향에 대한 몇가지 논의들이 있으며, Activist로 촉발되는 자기주식 

확대라는 근거 관점에서 관련 내용들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2. 자기주식 노동소득 영향 관련 선행 연구 
 

자기주식과 노동소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자기주식 확대가 기업들의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현상에 원인이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Lazonick et al., 2015; Palladino, 2018b, 2020). 

Lazonick, Hopkins(2015)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기업 맥도날드 

(McDonald’s)에 대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간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 294억이 자사주 취득에 활용되었고 이러한 자기주식 

확대가 심지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기간에도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 9만명의 미국 내 McDonald’s 노동자 

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단지 $ 1 초과하는, 즉 시간 당 $ 9.9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 루스벨트 연구소(The Roosevelt Institute)의 L. Palladino는 

자기주식 취득의 노동소득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Tax Cuts and Jobs Act’의 시행으로 

기업의 법인세 절감분의 배분 분석 결과, 절감분의 61%가 주주들에게 

배분되었고, 단지 6%만 기존 노동자, 그리고 신규 직업 기회 창출에는 

20%만 귀속된 결과를 지적하고, 그 원인을 금융화(Financialization)로 

인한 자기주식 확대에서 찾고 있다(Palladino,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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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Activist에 대한 리서치 결과들에서 일부 

노동소득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추가 논의들이 있다. Activist의 요구에 

따른 사업부나 자산 매각 등 자산재배분 이후의 요소 생산성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Activist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productivity)에는 부정적 영향을 찾지 못했지만, 이러한 

생산성과는 상관 없이, 해당 시기의 임금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다(Brav et al., 2015). 

앞서 제 2 장에서 살펴 본 Activist가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분석 결과와 상기의 자기주식 및 Activist와 노동소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Activist 및 이로 인한 자사주 

매입 등은 노동소득에 부정적일 가능성은 사전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 

보면, 자기주식 취득 등 기업의 경영 및 재무 의사결정 등에 대한 관련 

연구 등은 찾기 어렵다. 주로 노동유연화가 분배 행태에 미치는 

영향(김승용 & 마승수, 2017)이라든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이강영 & 

김갑순, 2019) 등 노동 제도 및 이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분배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당 연구들도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 및 미시 기업 데이터에 기반한 부가가치 산출 

등의 방법론 측면에서는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론 
 

노동소득에 대한 추정 회귀식은 앞서 Fama & French(1998)가 

제시하고 Pinkowitz et al.(2006) 등이 변형한 가치 회귀식(Value 

regression)에 기반한 기업가치(Firm value) 모델을 준용하였으며,  

배당과 자사주 등 지급정책(payout)의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모형 및 

부가가치 배분 관련 연구 모형 등을 추가적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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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향 분석 주요 방법론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은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 분석 및 

기업가치 영향 분석 모델 등과 동일하게 패널회귀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들의 패널 data를 활용할 경우의 

이점 등은 앞서 기업가치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패널 data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 재무요소, 지배구조 관련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모형 측면에서도 분석 개체들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통제 및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과 내생성(endogeneity) 문제 완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전수 data를 활용하여 

집계 편의(sampling bias)나 소표본 편의(small-sample bias)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패널 data를 통한 이질성 편이(heterogeneity bias)나 

생략된 변수 편이(omitted variables bias) 등이 축소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패널 data 분석의 3가지 모형 중에서는 앞서 자기주식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 영향 분석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가정 적용 및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등을 통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유사하게 자기주식 또는 배당이 그 자체로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이슈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 도입을 통한 

2단계 최소제곱법(2 Stage Least Squares; 2SLS)를 적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고정효과 패널회귀의 기본 모형에 대해 그리고 별도로 

2단계 최소제곱법(2 SLS) 모형 각각에 대해 추정을 진행하기로 한다.  

자기주식의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 또한 기업가치 및 투자 모델과 

동일한 구조와 설계로 진행하되, 노동분배와 직접 대비되는 배당을 

자기주식과 동시에 모형에 반영하였고, 이 경우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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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과 배당에 

대해 공히 도구변수를 적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형을 기본 

1단계 모형과는 별도로 추정하였다. 내생성이 의심되는 설명변수인 

배당이 추가로 모형에 반영되게 됨에 따라 도구변수의 order condition 

충족을 위해 기업가치 추정 시보다 도구변수를 하나 더 추가 도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기업가치 모델 등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도구변수 자체가 외생성을 갖고 있어 잔차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고(Exogeneity), 관심 설명변수인 자기주식 및 배당과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Relevance). 추가로 도구변수는 배제 

가능성(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 외에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어야 한다(Murray, 2006). 

이상의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자사주식이나 배당 등 지급정책을 

통한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분구조와 관련된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적용하였고, 이는 마찬가지로 일부 선행 연구들의 모형 구조 등을 

참고한 결과이다(남혜정, 2017; 박재성, 2010).  

자기주식 및 배당을 내생변수로 판단하여 도구변수를 도입하였지만, 

만약 해당변수들이 실제 내생성이 없고 외생성을 나타낼 경우,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형이 제시하는 추정량들은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기는 하나, 기본 OLS 모형 추정량에 비해 비효율적인 

추정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설명변수의 내생성 확인을 위한 하우즈만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구변수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및 

기본 회귀모형의 Hausman 𝜒2  통계량이 1% 수준으로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며 기업가치 추정 모델과 동일하게 노동소득 

모델에서도 내생성 및 도구변수 적용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들과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을 위한 최종 자기주식(buyback) 및 배당(Dividend)의 

노동소득 영향 기본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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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 𝛼 + 𝑋′𝛽 + 𝜀                - (2) 단계 

 

X = { Buyback, Activist, Foreign SI/FI, Institution, Foreign, Majority, 

Age, ROA, Cash, Capex, Size, Debt, Growth } 

 

분석대상 핵심 설명변수는 Buyback 및 Activist이며, 지분구조 관련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타 통제변수 등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요인, 기업가치 영향 모델 및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 등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주된 핵심 설명변수는 Buyback, Dividend 및 Activist이며 지분구조 

설명변수와 기타 통제변수 구조는 기업가치 회귀식과 동일하다.  

  

Buyback, Dividend = 𝛼+𝑋′𝛽 + 𝜀         - (1) 단계 

Buyback, Dividend = { Foreign, Institution, Majority } 

 

참고로 앞서 언급한대로 사전 검토 목적으로 상기 2단계 최소제곱법 

(2SLS) 모델 외에 기본적인 1단계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델도 함께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3.2 주요 변수 설명 

 
Buyback 및 Activist를 핵심 독립변수로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형(전략적/재무적 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의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을 추가적인 관심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Activist와 연계된 

전체적인 경영권 방어 상황이나 지분구조 관련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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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및 단순 노동소득 

기본 패널 모델과 2단계 패널회귀 모델에서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노동소득 관련 종속변수는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및 단순 임금 2가지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되, 노동소득 및 노동분배 관련 선행 연구들 및 

가치 회귀식(Value regression)의 기본 개념을 노동소득 변수 영향 

분석에 차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첫번째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은 자기주식이 배당과 함께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노동요소가 아닌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수단임에 주목하여, 

전체 부가가치 대비 노동요소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직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려하였다.  

부가가치는 다수 생산 참여자들(노동자, 채권자, 자본가, 기업, 정부 

등)이 공동의 기여로 산출한 기업의 성과가 다시 요소별로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Riahi-Belkaoui, 2003; 

김승용 & 마승수, 2017), 통상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순부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부가가치(Value added)= 인건비 + 이자비용 + 배당금 + 유보이익 

인건비는 노동 요소에 대한 분배, 이자비용은 채권자에 대한 분배, 

배당금은 자본 요소에 대한 분배이며, 유보이익은 투자 등을 위해 기업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가리킨다. 여기에 법인세와 각종 제세공과금 등 

세금을 더하여 정부에 대한 배분을 살펴볼 수도 있으나, 다수의 

연구들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Evraert & 

Riahi-Belkaoui, 1998; 김상조, 2015; 이강영 & 김갑순, 2019),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에 대한 분배 등이 주요한 관심 사항은 

아니므로 세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 및 비중을 검토하도록 한다.  

자기주식 취득의 영향에 대한 노동소득 관련 두번째 분석에서는 인건비 

지표를 직접 적용하기로 한다. 생산요소 간 배분의 관점이 아닌 단순 

노동소득의 증가율에 방점을 두고, 영향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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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건비는 급료와 입금,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13된 노동소득의 기본 총량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요소를 종속 변수로 고려한 선행 연구들은 많지 않으나, 다른 

주제 연구에서 임금 관련 변수를 집계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최종 

노동소득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각각의 자연로그 값을 

모델에 적용하기로 한다.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 변동] 

Wage : (t기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 t-1기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단순 노동소득; 인건비 증가율] 

Wage : (t기 인건비 / t-1기 인건비) 

 

 

(2) 주요 설명 변수 – Activist 및 지분구조 관련 변수  

핵심 변수인 Activist와 외국인 투자자 유형,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여부,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의 지분구조 관련 변수 

보완 등의 모형 설계는 앞서의 분석 방식들과 대동소이하다.  

기업가치 영향 분석과 같이 노동소득 영향 분석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핵심 설명변수로 포함되었고, 노동소득 영향 분석에는 여기에 다시 

배당이 주요 변수로 추가 고려되었다. 설명변수로 활용 시의 Buyback과 

Dividend 변수 정의는 종속변수 시와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Buyback: 자기주식수 / 발행주식수(보통주) 의 ln 

Dividend : 배당금 총액 / 총자산 의 ln 

Activist :  if  1 / otherwise 0  

 
13 Kisvalue Peer Data 계정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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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FI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  if  1 / otherwise 0  

 

2단계 패널회귀 모델에서는 앞서 분석 방법론 부분에서 설명한대로 

지분구조 변수 중 대표적인 외국인 지분율과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를 

적용하였으며, 배당에 대해서도 도구변수를 적용한 노동소득 영향에 

대한 2단계 패널회귀 모델에서는 order condition 충족을 위해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변수를 도구변수로 추가하여 2단계 방식의 

회귀 모형 추정을 진행하였다.  

Foreign: 외국인 지분율 

Institution 국내 기관투자자 :  if  1 / otherwise 0 

Majority: 최대주주 지분율   

 

(3) 기타 통제 변수 – 재무 변수 등  

Activist 및 지분구조 변수 외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영향 등의 통제 목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주요 참고 

요인들로 반영되었던, 기업규모 및 주요한 재무요소 등을 통제변수로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적용하였다.  

Age: 사업수행 개월수의 ln 

Cash: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총자산 (현금비중) 

Capex: 자본적 지출 / 총자산 (투자기회 의미, payout의 대안 성격) 

Size : 총자산의 ln 

Debt : 총부채 / 총자산 

Growth: 총자산 성장률 (Asset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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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Data 
 

4.1 기업 data 수집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 및 단순 노동소득 영향 분석에 이용된 

data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전수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표본 조사 방식에 따른 집계 

편의(sampling bias)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2008년~2009년에 걸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기부터 분석 대상으로 하고, 결산 자료 입수 및 

Covid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자료까지 집계하였다.  

전체 9,020건의 전수 data에서 출발, 아래 사항들에 적용된 사례들을 

제외하고, 최종 6,820개 data가 분석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 상장지수펀드 : 128개 종목 (KODEX, Tiger, Arirang 등) 

(-) 부동산투자회사, 자원개발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18개 

(-) 금융회사 (은행, 보험, 증권, 운용사, 저축은행, 신탁사) : 39개 

(-) 상장관리 종목,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 22개 

(-) 12월 결산이 아닌 종목 : 13개 

해당 기업들의 기본적인 재무자료는 Kis-value peer data에서 집계, 

10년간 balanced panel data로 가공하였으며, Fnguide dataguide pro 

에서 일부 재무자료를 보충하였다. Kis-value massive data에서는 기업 

개황 자료, 5대 주요 주주명 등 최근년도 기준 현황 자료와 market 및 

valuation 관련 연간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자기주식 및 지분 관련 data는 각각 Fnguide 

quantwise data의 기말 자기주식수 및 Fnguide dataguide pro 지분 

관련 data를 기본 자료로 수집하였다. 외국인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 

등 지분율 자료는 Kis-value massive data 및 Fnguide dataguide 

pro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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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석 및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유형(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구조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대상 

기업들의 10년간 5% 이상 지분 공시, 10% 이상 지분 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이를 패널 data에 주요 변수로서 반영하였다.  

노동소득 및 부가가치 관련 data를 제외한 기본적인 data 선별 및 

cleansing 과정, 얻어진 data의 구조 등은 제 3 장 및 제 4 장의 data 

수집 과정과 동일하다.  

노동소득 관련 Activist data 또한 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배당 결정요인, 기업가치 영향 분석 등과 동일한 

data를 활용하였다.  

부가가치 관련 data는 Dataguide 등 재무 DB에서 해당 항목은 있으나, 

집계 data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앞서 설명한 산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국내 기업 회계의 경우 유보이익 계정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개념상 재무제표 주석 상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항목이 가장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만,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은 수집 상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배당금과 함께 

합산하여 고려하고, 당기순이익을 대용치로 쓰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당기순이익 = 배당금 + 유보이익 (법정준비금 등 제외 시) 

개념 상 당기순이익이 배당과 사내 유보로 양분되므로 부가가치(Value 

added) 산식에서 배당금과 사내유보의 합계를 당기순이익으로 집계할 

수 있다. 일부 법정준비금 등 고려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세금 등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순수한 생산 요소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금, 법정준비금 등 정부 및 정책 

요소는 분석 모형에서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분석 접근은 정부 부문을 

제외한 생산의 각 요소들의 상대적 기여 및 배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상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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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10년간 부가가치, 인건비 추이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은 682개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며, [그림] 

5-2는 시장 내 부가가치 합계 비중이 상위 0.5%에 속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을 제외한 결과이다.  

 

[그림] 5-1.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추이 (전체) 

 

[그림] 5-2.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추이 (상위 0.5%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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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Value added) 총량은 삼성전자 등 국내경제 비중이 큰 일부 

기업 성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4. 하지만 [그림] 5-1 전체 종목 

대상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와 [그림] 5-2 이상치를 제외한 추이 그래프,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비중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계된 전체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비중 추세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시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수익 규모가 큰 기업들이 부가가치 절대 규모 상의 영향은 크지만 

추이 자체는 해당년도 국내 기업들의 집합적인 당기순이익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도별로 대체적인 추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상위 0.5% 기업들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가 집합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규모는 최근 10년간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며 

비중은 부가가치 변동폭에 영향을 주로 받고 있다. 전체 기업 대상의 

경우 통상 24~36% 수준이며 상위 0.5% 기업 제외 시는 27~43%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기업들의 경우 임금 수준도 높지만, 

당기순이익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14 삼성전자 연결 당기순이익: '17년 42조 → '18년 44조 → '19년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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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 및 분석 결과  
 

5.1 부가가치 대비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기본적인 

패널회귀 고정효과 모델 결과는 [표] 5-1에 정리하였다. 앞서 방법론 

및 모형 설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 분배와 대비되는 주주 

분배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Buyback) 외에 보다 직접적인 변수로 

배당(Dividend)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Buyback) 및 배당(Dividend)은 공히 잠재적인 

내생성(endogeneity) 이슈가 예상되는데, 최초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 모형으로 패널회귀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5-1.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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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자기주식은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의 변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dividend)과 함께 추정 시 이후 인건비 단순 성장률 기반의 기본 

노동소득 모형은 두 변수 모두 10%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부가가치 대비 기본 모델에서는 자기주식의 한해서 

동일하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 [H5-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와 관련해서 가설과 동일하게 노동소득에 

대해 (-) 계수가 시현되었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시현하였다. 

따라서 가설 [H5-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획득는 

노동소득에 보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 다룰 단순 인건비 성장률 모델에서는 (-) 부호 

방향은 동일하나, 유의성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관심 

변수 및 가설 등에 대한 결과는 다음 5.2절의 내생성 문제를 추가로 

통제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과 5.3절 이하 단순 

노동소득 모델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분구조 관련 변수 중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가 유일하게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 관련 기타 

변수들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변수의 방향은 모두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투자자 관련 유의성은 배당을 보다 선호하는 기관투자자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이후 인건비 기반의 단순 

노동소득 모형에서는 기관투자자 존재 유무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 수익성(ROA), Capex 등의 재무 관련 통제변수들은 노동소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부채비율은 1% 

유의수준에서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 관련 종속변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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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기주식 변수와 Activist 변수 등 주요 관심변수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지분구조 관련 변수 중 외국인 투자자 관련 

변수와 수익성, 성장성 등 일부 재무 통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이후 살펴 볼 단순 인건비 기반 노동소득 모델에 비해 다소 유의성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2 부가가치 대비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2SLS)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을 종속변수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도입한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은 [표] 5-2에 정리된 결과와 같다.  

[표] 5-2.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패널회귀분석 결과 (2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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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심 변수인 자기주식 취득(Buyback) 및 배당(Dividend)에 대한 

검토 결과, 배당에 대해 유의성이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는 기본 패널회귀모델과 달리 노동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시현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배당에 

대해서 2단계 최소제곱법(2SLS)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효과 

패널회귀모델을 적용했을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델에서는 5~10% 수준 유의수준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모델이 내생성 통제 관점에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소득 영향 효과 분석을 위해 배당(dividend)을 주요 관심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결과, 배당이 노동분배에 대해 일관된 음(-)의 

계수를 시현하였으며, 여타 지급정책 관련 변수 및 지분구조 변수 등은 

유의성이 제한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모형 설계 시의 예측대로 

일시적 자사주 취득, 경영권 위협 등보다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분배인 

배당이 노동분배에 직접 대비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당이 

포함된 결과, 지분구조 및 지급정책(Payout policy) 관련 여타 변수들은 

상관관계 부호 등은 예상대로 나타났으나, 주요 변수 중에서는 배당이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유무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 등은 1단계 도구변수 추정 

시 모델에 반영되어 있어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의 

사전 1단계 자기주식 취득 (Buyback), 배당(Dividend)에 대한 추정 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통해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통제 변수들의 경우, 부채비율(debt)은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델에서도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성장성(Growth)은 인건비 단순 적용 

기본 모델과 달리 유의성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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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단순 노동소득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단순 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도구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패널회귀 고정효과 분석 결과는 [표] 5-3에 정리하였다. 앞서 방법론 

및 모형 설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 분배와 대비되는 주주 

분배 관점에서 자기주식 취득(Buyback) 외에 보다 직접적인 변수로 

배당(Dividend)를 추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취득(Buyback) 및 배당(Dividend)은 공히 

잠재적인 내생성(endogeneity) 이슈가 예상되는데, 최초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 모형으로 패널회귀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5-3. 단순 노동소득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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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자기주식은 노동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한 동일 구조 모형 등 대비 

유의성은 낮아진 결과를 시현하였으며, 배당(dividend)과 함께 추정 시 

두 변수 모두 10% 유의수준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배당을 

제외한 모형들에서는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H5-1]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노동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와 관련해서 가설과 동일하게 노동소득에 

대해 (-) 계수가 시현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가설 

[H5-2] “경영권 방어 상황 관련, Activist 지분획득는 노동소득에 보다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등 주요 가설은 내생성 문제를 추가로 통제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에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지분구조 관련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외국인 

지분율 및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더미변수의 노동소득에 대한 직접적 

영향의 단초를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변수 모두 직관적인 예측대로 노동 

분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는 1% 유의수준에서 결과를 시현하였다.  

외국인 재무적 투자자 유무와 달리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유무 및 국내 

기관투자자 존재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외국인 지분율 수준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장기투자 및 

단순 사업 제휴 및 기술 도입 등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는 노동분배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관투자자 등 또한 해외 재무적 투자자 등 대비 기업의 노동소득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타 수익성(ROA), 성장성(Growth) 등의 재무 관련 통제변수들은 

노동소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반면 

보유현금, 부채비율 등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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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순 노동소득 영향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2SLS) 

 
단순 노동소득을 종속변수로 도구변수를 도입한 고정효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분석은 [표] 5-4 정리 결과와 같다. 주요 

관심 변수인 자기주식 취득(Buyback) 및 배당(Dividend) 중 특히 

배당에 대해 유의성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독립변수인 

Activist는 기본 모형과 마찬가지로 노동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시현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 설계 시의 예측대로 일시적 자사주 취득, 경영권 위협 등보다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분배인 배당이 노동분배에 직접 대비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4. 단순 노동소득 영향 패널회귀분석 결과 (2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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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영향 효과 분석을 위해 배당(dividend)을 주요 관심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결과, 배당이 노동분배에 대해 일관된 음(-)의 

계수를 시현하였으며 여타 지급정책 관련 변수 및 지분구조 변수 등은 

유의성이 제한적인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유무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부가가치 대비 비중에 대한 2단계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의 사전 1단계 자기주식 취득 

(Buyback), 배당(Dividend)에 대한 추정 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로 활용된 외국인 지분율 및 국내 기관투자자 유무 등은 

자기주식 및 배당 변수 등을 통해 노동소득에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통제 변수들은 수익성(ROA)는 긍정적 영향, 부채비율은 부정적 

영향 등으로 유의성을 나타내며 대체로 예상과 동일한 결과를 시현하고 

있다. 성장성(Growth)은 예상과 달리 노동분배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성장률로 총자산(asset) 증가율을 활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수준이 낮은 초기단계(early-stage) 기업일수록 Growth 

자체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출(sales) 성장률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분석 대상 기간 중 다수 기업들이 

IFRS 회계 기준 변경을 거치면서 매출 성장률 집계에 다수의 결측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자산 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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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 기본 모델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자기주식이 노동소득과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주요 관심 변수인 Activist에 대해서도 5% 유의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노동소득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식 

취득 및 Activist에 대한 노동소득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직관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단순 

인건비의 노동소득 모델에서는 부가가치 모델에 비해 자기주식의 

유의성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앞서 제 2 장에서 정의된 패널 A, B의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관련성을 [그림] 5-3. Panel A, B 노동소득 비교에서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패널 B Activist의 경우 추세선 추정 

결과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식 및 배당 결정요인에서 

Activist가 자사주 취득의 주요 요인이었던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기업가치 영향의 경우와 유사하게 Activist 활동은 국내 기업들의 

노동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 Panel A, B 노동소득 비교 

 

Panel A - 전수 case Panel B - Activist case 

  
(Scatter Plot by STATA Bin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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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수행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패널회귀 모델에서는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비중 및 단순 인건비 노동소득 모델 공히, 

자기주식 취득(Buyback)보다는 배당(Dividend)의 유의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타 Activist 등 관심 변수 및 

지분구조 변수 등은 방향성은 도구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 모델 

결과와 동일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모두 감소하였다.  

배당은 주주에 대한 기업의 보유 가치 및 현금의 배분이므로 

노동소득에 대해 직접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내생성(endogeneity)을 도구변수로 통제한, 보다 정교한 

분석 결과이므로 실제 지급정책(Payout policy) 중 자기주식이 배당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배당의 영향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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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Activist 변수 Lock-in 효과 추가 검정 
 

A2.1 Activist dummy 변수의 지속 효과 비교  

 
자기주식 및 Activist의 기업가치 및 노동소득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의 

패널회귀 모델에서 기존 Activist dummy 변수는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효과가 Lock-in 되어 Activist 관련 

종목으로 지속 반영이 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의 관측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한번 Activist의 

개입의 대상 기업(target company)이 된 경우, 해당 행동주의 펀드의 

투자회수(exit) 이후에도 대상 기업의 경영 방식 및 주주 정책, 지급 

정책 등이 그 이전과 달라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Activist 

엘리엇의 경영 개입 활동을 2015년에 최초로 경험한 삼성전자 등은 그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 기본적인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ctivist 집계 data 분석 

결과, 행동주의 펀드의 유형 등을 막론하고, 한번 대상 기업이 된 국내 

기업은 수년 내 동일 펀드나 새로운 다른 펀드 등으로부터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영권 개입 상황을 겪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기본 Activist dummy 변수는 Lock-in 

효과를 가정하였지만, 전체 분석 모델의 강건성(robustness) 분석 

차원에서 지속적인 Lock-in 효과 없이 Activist 관련 상황이 발생한 

해당년도에만 일시 영향을 미치는 dummy 변수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서 설명한대로 Activist 개입 후 다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3년 이상 지속의 경우 기존 Lock-in 지속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다음 3가지 dummy 변수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였다. 

Activist_지속: Lock-in 효과 반영 기존 dummy 

Activist_2년 : Lock-in 효과가 2년만 지속하는 구조의 dummy 

Activist_spot: 효과가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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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추가 실증분석 결과 
 

Activist_지속(기존 dummy), Activist_2년 지속, Activist_1년 spot, 

3가지 dummy 변수 체계에서 기업가치 분석에 대한 Lock-in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 지속 효과 별 기업가치 패널회귀분석 결과 비교 

 

핵심변수 Buyback, Activist 등의 유의성 및 상관관계 등은 Activist 

유무의 Lock-in 효과 수준과 상관없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통제변수 등의 결과 또한 지속 효과에 따라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ctivist 변수 자체의 경우 Lock-in 효과를 약하게 가정할수록 

유의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Activist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바로 소멸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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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Activist_지속(기존 dummy), Activist_2년 지속, 

Activist_1년 spot, 3가지 dummy 변수 체계에서 노동소득 분석에 대한 

Lock-in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6. 지속 효과 별 노동소득 패널회귀분석 결과 비교 

 
 

 

노동소득의 경우도 Activist 효과의 Lock-in 지속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소득에 대해 가장 확실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배당의 경우, 3가지 

dummy 체계에 대해 공히 유의미한 결과를 시현하였다. 

Activist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시 영향 가정 시 유의성이 높아졌으며, 

기타 재무 변수 등 통제변수의 경우도 지속 효과 별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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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체 결론 

 
1. 결 론 
 

지금까지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행동주의 및 경영권 방어 상황 등 관련 

다양한 관점의 실증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먼저 제 2 장. 첫번째 자사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Activist 및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유형 등 지배구조 관련 변수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검정하였고, 비교 목적에서 수행한 배당 결정요인 모형을 

통해 재무적 탄력성(Financial flexibility) 및 경영권 방어(Takeover 

Deterrence) 등의 측면에서의 자기주식과 배당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선행 연구 결과 등과 유사하게 배당이 

기업의 재무지표 등 경상적인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기주식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재무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지분 구조 및 Activist 등 경영권 관련 요소들이 자기주식에 보다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3 장. 자사주 매입의 단기 시장가치 영향에서는 최근 6년간 KOSPI 

상장 자기주식 취득 공시 전수 조사 및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기존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시장 주가 초과수익률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Activist와 관련 시, 그 효과가 더욱 강건해진 것을 살펴보았다. 

미국 등 글로벌 여타 증시에 대한 기존 분석들과 실제 국내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나,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어 제 4 장. 자기주식의 기업가치 및 투자 영향에 대한 기본 모델 및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델 분석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자기주식의 

결정요인 및 단기 시장가치 영향 분석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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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영 환경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정보 전달이나, 배당 

대체의 수단이기보다 경영권 방어 등의 동인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Activist 등 주주행동주의나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추가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동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작용이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국내외 기업 경영 상황에서 

Activist 등 외부 주주의 경영권 개입의 직접적 영향을 받거나, 주주에 

대한 대응에 주력한 나머지 투자 확대와 신기술 개발 등의 적기를 

놓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 등이 이와 관련한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제 5 장. 자기주식의 부가가치 대비 노동소득 및 단순 노동소득 

영향에 대한 기본 모델 및 2단계 최소제곱법(2SLS) 모델 분석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미국 등의 상황과 유사하게 자기주식 취득이 

노동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주주, 노동자, 투자 등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제 2 장에서 

살펴본 Activist 및 지분구조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주주환원에 

치중하게 될 경우 미래의 투자 뿐만이 아니라 노동요소에 대한 분배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분배 관련 결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주주행동주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관련하여 그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화를 지분가치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Kus, 2012), 

기업이 이러한 금융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수록 주가 등 주주 가치 

실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주요 주주 및 CEO 등을 위한 자기주식, 배당, 

스톡옵션 등에 치중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 줄어든 몫이 노동자와 

소수주주들에게 배분이 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Shin & Lee, 2019).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 고유의 

지배구조 및 부가가치 배분 특성이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요인 및 

영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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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tock Repurchases on Firm Value and Labo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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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stock repurchases as a payout 

policy for shareholders on the firm’s stock price, firm value, 

investment, and labor income distribution using the last 10-year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listed companies’ 

finan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data. In addition, in relation to 

shareholders' activism, which is expanding in Korea, the paper 

reviews the effects of activist hedge funds on stock buybacks, firm 

value, investment, and labor income 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paper 

shows that unlike the dividends’ model, the stock repurchases are 

determined by external management intervention factors such as 

activist statu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ather tha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activist target 

companies, the impact of short-term stock prices is strong, and 

high-level abnormal returns are also evident compared to those of 

ordinary companies based on the ev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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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ffects of stock repurchases and activists on firm value, 

investment, and labor income, the paper deals with a two-stage least 

squares panel regression analysis, by which the endogenous issues 

are controlled. According to the results, stock repurchases, and 

activist presence generally showed negative effects on firm value and 

investment, which is due to the inefficient allocation of corporate 

profits and resources, including a decrease in new investments, when 

a company focuses on responding to activists or the distribution for 

shareholders.  

The empirical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tock repurchases and 

activism on labor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view of value added 

are also negative. This result shows that the financialization focused 

on shareholders such as stock repurchases, dividends, and activist 

intervention negatively affects not only investment but also labor 

income distribution. 

 

Keywords: Stock repurchases, Dividends, Firm value, Value added, 

Labor Income, Shareholders' activism, Activist hedge 

funds, Takeover defense, Finan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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