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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기업의 소유구조란 해당기업과 관련된 주주들의 구성을 나타내거나 이해관계자들에

게 기업의 총 지분이 분산된 정도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 중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

에 관한 연구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초창기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일치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해일치가

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이 주류를 이루었다. Jensen과 Meckling(1976)는

경영자는 지분이 증가된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만큼 자신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경영자는 주주의 부를 높히려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Zajac과 Westphal(1994)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와 경영

자사이의 이해가 일치되어 대리인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고 제

시하였다. 그리고 Bilter(2005)는 경영자의 노력과 부에 관한 연관성에 관해 연구를 시

행하였는데 연구결과, 경영자의 소유지분은 기업의 가치와 함께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반면, 이해일치가설과는 달리 경영자의 소유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가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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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극대화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대리인으로서의 경영자가 지분율이 높게 되면 기

업가치가 하락한다는 경영자안주가설(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을 주장한 연

구결과도 있다. Demsetz(1983)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경영자는

권한이 강화되고 적대적 M&A와 같은 다른 지배 메커니즘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ama와 Jesnsen(198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

자는 소유지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주와 이사회 등 지배 메커니즘의 압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있으며, 결국 주주의 부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Stulz(1988)는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의 증가는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한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약

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앞의 두 가설과는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경영자의 지분율의 정도에 따라 경영

자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되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경영자의 권한

이 강화되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해만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절충가설을 주장하고 있

다. Morck과 Shleifer 그리고 Vishny(1988)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5%에 달할 때까지는

기업가치가 증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영자의 사적소비와 권한이 강화되

어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25%를 초과하게 되면 경영자의 사적소비 동기가 감소하

여 기업가치가 다시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McConnell과 Servaes(1990)는 기

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사이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Hermalin과 Weisbach(1991)는 경영자의 지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는 지분율과 기업

가치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경영자의 지분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병섭과 심준섭

(2004)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주주 1인

지분율과 기업가치간 관계를 분석할 결과, U자형의 곡선관계 즉, 절충가설이 성립된다

는 주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보려고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가 동일한 주제를 가

지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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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론의 차이와 함께 특정기간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표본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자

료수집이 가능한 시점인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4,223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표본선정 및 주요변수설명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상장된 제조업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데이터의 수집기간을 1993년

부터 선정한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인 지분율에 대한 자료를 1993년 이

전에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 및 보험 산업 등은 다른 업종과

회계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본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결산시점이 동일하여 변수 및 가치산정

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내부자 지분율과 주요 재무제표 자료들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업가치의 대용치인 토빈Q 계산 시 필요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

식수와 가격자료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DataGude Pro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산업더미와 재벌더미의 경우, 각각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자료와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의 소유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최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합한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이라

는 것은 최대주주와 친인척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 지분율에 대한 자료

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에서 제공하는 최대주주현황 중 10코드항목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치의 대용치(proxy)로 토빈Q를 사용하였다. 토빈Q는 일정기간 동

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용치로 기업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

다. 토빈Q는 보통주 발행주식수와 우선주 발행주식수에 각각 종가를 곱한 것과 대차대

조표 상의 부채총계를 다 합하여 이를 대차대조표 상의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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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표본 기업수 연도 표본 기업수

1993년 235 2000년 308

1994년 247 2001년 317

1995년 265 2002년 327

1996년 277 2003년 340

1997년 274 2004년 346

1998년 265 2005년 362

1999년 287 2006년 373

<표 1> 연도별로 선정된 표본기업의 수

<표 1>은 표본선정기준에 따라 각 연도별로 선정된 표본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본의 수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외환위기

직후에는 표본기업의 수가 줄어들었다. 

III. 실증분석

1. 주요변수의 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 2>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14년간) 표본으로 선정된 4,223개 기업에 대한 내

부자 지분율, 기업규모, 기업가치, 그리고, 유동성과 변동성에 관한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는 총자산에 로그값을 취한 값이며 기업가치는 토빈Q를 대용치로 사용

하였다. 유동성은 현금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며 변동성은 당기순이익 변화율의 5

년간 이동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 2>를 살펴보면, 토빈Q의 평균이 0.925로 국내 기업

들은 대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저평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유

동성과 변동성의 표준편차가 각각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은 내부자 지분율의 구간별 통계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내부자

지분율을 5% 간격으로 나누어 나타낸 값들이다. <표 3>을 살펴보면 내부자 지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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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내부자 지분율(%) 36.06 16.28 34.72

기업규모 29.56 1.367 25.69

기업가치 0.925 0.032 0.877

유동성 0.024 0.224 0.024

변동성 0.085 0.554 0.031

지분율 기업수 기업규모 기업가치 유동성 변동성

0≤I/O<5 38 26.48 1.006 -0.064 0.461

5≤I/O<10 134 26.37 1.130 -0.039 0.362

10≤I/O<15 233 26.00 1.072 0.036 0.172

15≤I/O<20 293 26.14 1.052 0.014 0.076

20≤I/O<25 420 26.18 0.987 0.009 0.080

25≤I/O<30 467 25.74 0.914 0.022 0.048

30≤I/O<35 550 25.81 0.959 0.031 0.050

35≤I/O<40 450 25.97 0.885 0.022 0.064

40≤I/O<45 407 25.88 0.856 0.031 0.060

45≤I/O<50 421 25.87 0.868 0.031 0.063

50≤I/O<55 296 25.68 0.855 0.045 0.072

55≤I/O<60 171 26.04 0.818 0.032 0.082

60≤I/O 343 26.24 0.832 0.038 0.087

5～10% 사이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며 10～30%까지는 감소하였고, 그리고

30% 이후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부자 지분율은 각각 기업가치와 변동성과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로 나

타났지만 유동성과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각각 기업가치와 변동성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가치는 변동성과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 3> 내부자지분율의 구간별 주요변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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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부자 지분율 기업규모 기업가치 유동성 변동성

내부자 지분율

기업규모 -0.018

기업가치 -0.227*** -0.030**

유동성 0.047*** 0.024 0.008

변동성 -0.050*** -0.081*** 0.046*** -0.101***

(1)                                                                               μ Chaebulβ Industryβ                 
VolatilityβCashflowβlnassetβINSβINSβαQ Tobin'

i76

543
2

21i

++
++++++=

Tobin’ Q (보통주 시장가치 + 우선주 시장가치 + 부채)/총자산

INS 내부자 지분율

INS2 (내부자 지분율)2

lnasset ln자산

Cashflow 현금흐름/총자산

Volatility 당기순이익변화율의 5년간 이동표준편차

Industry 산업더미

Chaebul 재벌더미

<표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 **, *: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단측검증)

2. 모형의 설정과 실증분석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내부

자 지분율과 토빈 Q, 그리고 통제변수인 기업규모와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모형을 설정하여 Fama-MacBeth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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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업가치

INS
-1,029
(-5.03)

INS2 1.153
(5.35)

기업규모
-0.014
(-1.57)

유동성
0.439
(2.36)

변동성
0.164
(1.96)

산업더미 Yes

재벌더미 Yes

표본의 수 4,223

Adj. R2 0.209

식(1)에서는 지분율과 기업가치 간의 선형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INS 외에도 INS2 변

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산업더미를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의 ‘재벌’과 ‘비재벌’의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30대그룹 계열사 정보를 이용하여 재벌더

미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5>는 본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t값을 나

타낸다. 

<표 5>를 살펴보면 INS는 유의한 수준에서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INS2

는 유의한 수준에서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

와 기업가치사이가 비선형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내부자

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의 구간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3>을 기초로 하여 10%와 30%를 기준으로 내부자 지분율을 각각 나누어 Fama- 

<표 5> 내부자지분율과 기업가치간의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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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μChaebulβ Industryβ                 
Volatilityβ CashflowβlnassetβINS1βαQ Tobin'

i65

4321i

++
+++++=

 (3)                                                                                μChaebulβ Industryβ                 
Volatilityβ CashflowβlnassetβINS2βαQ Tobin'

i65

4321i

++
+++++=

(4)                                                                               μChaebulβ Industryβ                 
Volatilityβ CashflowβlnassetβINS3βαQ Tobin'

i65

4321i

++
+++++=

MacBeth의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자 지분율을 나눈 기준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INS1 = 내부자 지분율 if 내부자 지분율 < 0.1,

= 0.1 if 내부자 지분율 ≥ 0.1

INS2 = 0 if 내부자 지분율 < 0.1,

= 내부자 지분율 - 0.1 if 0.1 ≤ 내부자 지분율 < 0.3,

= 0.26 if 내부자 지분율 ≥ 0.3

INS3 = 0 if 내부자 지분율 < 0.3,

= 내부자 지분율 - 0.3 if 내부자 지분율 ≥ 0.3

Tobin’ Q (보통주 시장가치 + 우선주 시장가치 + 부채)/총자산

INS1 내부자 지분율(0∼10%)

INS2 내부자 지분율(10∼30%)

INS3 내부자 지분율(30% 이상)

lnasset ln자산

Cashflow 현금흐름/총자산

Volatility 당기순이익변화율의 5년간 이동표준편차

Industry 산업더미

Chaebul        재벌더미

식(2), 식(3), 식(4)에서는 설명변수인 INS1, INS2, INS3 이외에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규모,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을 통제변수와 산업더미, 그리고 재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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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업가치 기업가치 기업가치

INS1
1.897
(2.45)

INS2
-0.511
(-4.55)

INS3
-0.031
(-0.46)

기업규모
-0.010
(-0.95)

-0.014
(-1.44)

-0.009
(-0.91)

유동성
0.405
(2.13)

0.430
(2.26)

0.386
(2.06)

변동성
0.199
(2.26)

0.176
(2.18)

0.193
(2.12)

산업더미 Yes Yes Yes

재벌더미 Yes Yes Yes

표본의 수 4,223 4,223 4,223

Adj. R2 0.194 0.184 0.189

미를 사용하였다. <표 6>은 식(2), 식(3), 식(4)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안은 t값을 나타낸다.

<표 6>을 살펴보면 내부자 지분율이 0∼10%일 때는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자 지분율이 10∼30%일 때는 반대

로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 이상 일 때는 기업가치

와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구결과,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에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를 분기점으로 하여 지분율이 10% 이하일 때는 지분율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이, 그리고 지분율이 10% 이상일 때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지분율이 30% 이상에서는 뚜렷하게 지분율과 기업가치사이가 직선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사이는 경

<표 6> 내부자지분율과 기업가치간의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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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가치사이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수많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소유구조

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에는 이해일치가설, 경영자안주가설, 절충가설 등과 같이 다양

한 가설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주제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가 다

양하게 나타난 것은 연구시점을 특정연도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표본선정기간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4년간

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자 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의 선형유무를 살펴보기 위

하여 내부자 지분율뿐만 아니라 내부자 지분율을 자승한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에는 비

선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표

3>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 지분율과 기업가치 사이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10%와

3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Fama-MacBeth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 국내 기업들은 내부자 지분율이 0∼10%일 때는 기업가치사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30%일 때는 기업가치

와 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이상 일 때도 기업가치의 음의 관

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국내 기업들은 내부자 지분율이 10%에 달할 때까지는 경

영자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되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지만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

영자의 사적소비와 권한이 강화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기업들은 내부자 지분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과 하락이 동

시에 일어나는 절충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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