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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企業의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을 

f뭘훨하는가7: 韓國 上場企業과 外國企業 比較 (1) 

鄭 武 k등k 
그z 

본 고에 서 는 Chris 강)()k와 James Allen의 WProfit from the Core: Growth Strategy in 뻐 

Era of Turbu!ence~ 라는 책 에 서 정 의 된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Profitab!e Sustained 

Growth)의 개념을 활용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2001년 말 기준으로 현재상장된 623개 중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충실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557개의 한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의 저조기업들은 매우 강한 m長뿜向性을 나타내었고 收益↑生과 樣王補f흉性을 경시하는 

경영을하였음을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成長性， 收益J生， 妹主補f賞性과 이들의 복합지표인 收益住

에 基盤한 持續ffX.長指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들에 대해 정의하고 이들의 영 

향정도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채비율은 當期純利益率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출비율은 妹價收益率을 제외한 모든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賣出대비 광고판촉비 지출비율과 연구개발비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론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교육훈련비 지출비융은 複合成果와 賣出增加率에 대해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투자성향은 {용응成果와 賣出增加率， 그 

리고 쓸業利益 增加率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를 나 

타내는 年平均賣出賴은 林價收益率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1 인의 높은 주식소유비율은 妹價收益率과 복 

합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當期純利益率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序 드스‘ 
i'iFRl 

많은 수익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hris Zook와 James Allen은 rProfit from the Core: Growth Strategy in an Era of 

TurbulenceJ 라는 책에서 수익성에 기반한 지속적 성장(Profitable Sustained Growth)의 개념 

(1)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全과정을 통해 세섬한 지도를 해주신 이근 교수님과 논 

문심사에서 좋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송병락 양동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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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매출과 이윤이 연평균 5.5%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주가가치 상승분과 배당 분을 합친 주주에 대한 총보상이 주식투자의 

기회비용인 금리 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의 매출액 5 

억 달러 이상의 1 ，854개의 기업의 1988년부터 1998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매출액증가율과 

이익의 증가율， 주주수익률 지표를 통해 이들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는 200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Chris Zook가 발표한 분석결과 

가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들의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2001년 말 기준으로 현재 상장된 

623개 중 충실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5577~의 한국 제조기업의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성과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2) 

나아가 이러한 수익성에 기반한 지속적 성장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수익성에 기반한 지속적 성장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정리해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여기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해 주는 설명변수로 위의 557개 기업들의 11년 동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매출대비 수출비율， 매출대비 광고판촉비 지출비율， 매출대비 연구개발 

비 지출비율， 매출대비 투자자산증가율， 매출대비 교육훈련비 지출비율，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비율，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해당기간의 평균 총매출 등을 설정하였고 산업별 차 

이를 통제하기 위해 8개의 산업더미를 추가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557 

개의 제조기업들의 장기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결과 

를 토대로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5장에서는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설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자료는 한국신용정보가 제공하는 기업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 프 
로그램인 ~KIS2α)()~을 사용하였다 IMF 기간 동안의 성과지표에 대한 교란을 제거하기 위해 

199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1985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수가 매우 줄어들게 되어 1986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무엇이 企業의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을 保障하는가? 
” m 

2. 先行 昭究

2. 1. 外國企業에 대한 돼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hris Zook와 James Allen은 rprofit from the Core, Growth 

Strategy in an Era of Turbulencejj 라는 책 에 서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Profitable 

Sustained Growth)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의 賣出賴 5억 달러 

이상의 l ‘8547TI의 기업의 1988년부터 1998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賣出賴增加率과 ￥IJ益의 

增加率， tjz主總補f賞指標를 통해 이들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연간 實質賣出賴增加率이 5.5% 이상인 기업은 전체기업의 27%이었고 이 

와 함께 當期純利益의 增加率이 5,5%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15%이었다. 다음으로 配當

收益率과 tjz價收益率을 더한 珠王에 대한 總!補↑賞率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조건을 추가 

적으로 만족한 기업은 전체의 l3%에 해당했다 Chris Zook와 James Al1en은 위의 실질성 

장륜 기준을 강화해 8%로 할 경우 위의 세 가지 기준을 통시에 충족하는 기업， 즉 지속 

적낀 가치창출기업의 비율이 13%에서 9%대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위의 세 가지 조건， 즉 수익에 기반한 성장기준에 대한 대안적 지표들로서 주가 

상숭률， 총시장가치의 成長性指標 산업내의 점유율， 종업원 일인당 이익 등의 지표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2, 韓國企業에 대한 昭究

Chris Zook(2001)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위의 외국기업 

들에 대한 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의 자산 1조 이상의 717TI 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계주요기업들은 年平均 賣出賴增加率이 5,5%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7%이었으나 한국기업들의 경우는 71개 기업 중 49개로 69%에 달했다 이는 한 

국 기업들의 성장 지상주의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賣出賴과 當期純利益이 모두 매년 5.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세계 주요 기업 

들의 경우 약 16%이었으나 한국 기업은 717TI 기업 중 23개로 32%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엽의 경우 賣出賴增加率 기준을 통과한 69% 중 절반 이상이 利益 增加率 기준에서 탈 

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妹王總補慣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외국기업의 경우 위의 두 개의 기준을 

통과한 대부분이 이 기준을 통과하여 13%로 나타났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71개 기업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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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6%에 불과하였다. 즉 위의 두 개의 기준을 통과한 23개의 기업의 대부분이 이 기 

준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주주경시 경영이라는 과거의 한국기업의 경영 

관행이 반영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개의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SK텔레콤， 농심이었다. 

3. 韓國 上場企業의 長期成果分析

3.1. 成長性 分析

먼저 기업의 成長性지표로 賣出賴의 年平均 增加率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5577~의 

현재상장된 제조기업의 賣出類을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이를 이용해 복리로 구하였 

다. 측정 결과 5577ß의 기업의 평균은 12.2%이며， 표준편차는 9.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된 營業利益의 年平均增加率을 측정해 보았다. 이 경 

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986년과 1996년의 營業利益을 가지고 복리로 계산하였다. 이 

때 1986년 자료나 1996년 자료가 음의 값을 갖는 기업의 수가 79개로 이 기업들의 자료 

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대상기업은 478개의 기업이다. 분석결과 營業利益의 年

平均增加率의 전체기업 평균은 9.4%이며 표준편차가 14.6%로 앞의 賣出增加率에 비해 

평균은 낮으며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當期純益의 경우 1986년의 자료나 1996년의 자료가 음의 값을 가져 복리 增加率을 구 

할 수 없는 기업의 수는 5577~ 기업 중 175개로 3 1.4%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측정대상 

기업은 1757~ 기업을 제외한 382개의 기업이다. 이 때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當期純益

을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조정된 값의 增加率을 구하였다. 

분석결과 當期純益의 年平均 增加率의 평균은 10.9%. 표준편차는 16.5%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익의 증가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 〈表 1) 

에 나타나 있고 이들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期純利益의 年平均增加率의 기업분포는 앞의 營業利益

〈表 1 > 賣出顆， 營業￥IJ益， 當期純益의 年平均t월加率 分析(1986-1996年)

구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익 증가율 

평 균 12.2% 9.4% 10.9% 

표준편차 9.7% 14.6% 16.5% 

분석대상기업수 5577~ 4787~ 3827~ 



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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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O% 

口 매출액 연평균증가율 

42% (평균 12.2%. 표준편차 9.7%) 

1O~20% 

101 영엽이익 연평균 증가율 
(평균 9.4% , 표준편차 14.6%) 

디 당기순익 연평균 증가율 

(평균 10.9% , 표준펀차 16.5%) 

20~30% 30% 이상 

註 막대의 높이는 구간에 해당하는 增加率을 기록한 기업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1> 現在上場企業의 賣出賴， 營業~iJ益， 當期純益의 t영加率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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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賣出賴의 增加率에 비해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음의 당기순익 증가율 

값을 갖는 기업의 비율이 25%로 4개 중 l개의 기업은 당기순익이 10년 전에 비해 감소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3.2 收益性 分析

Wc益性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산대비 當期純利益率의 11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 

정하였다 측정결과 5577R 기업의 평균은 1.2%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3 ，65%로 기업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구간별 비율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이상의 年平均 當期純利益率을 기록한 기업이 16.7% 

에 쇄당한다- 또한 0% 이하의 값도 무려 13.5%로 나타난다. 또한 1% 미만의 낮은 利益

을 달성한 기업은 25.5%로 전체 4개 기업 중 1개의 기업은 매우 낮은 收益性을 1986년부 

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딸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개 기업 중 1개 

기솥은 아예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3.3. 年平均 *朱價收益率 分析

주주에 대한 총보상지표로는 年平均 林價收益率을 사용하였다 (3) 먼저 데이터베이스로 

(3) 주주에 대한 총보상은 林價收益率과 배당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배당수 

익률은 고려하지 못했다 실제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제조엽의 연평균 액면배당수익률은 
4.7% 정도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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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얻 연평균 당기순이익률의 기업비율 

(평균 2.44%, 표준편차 3.65%) 

-5% 미만 5-0% 0-1% 1-3% 3-5% 5-10% 10% 이상 

註: 막대의 높이는 구간에 해당하는 利益率을 기록한 기업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2) 年平均 當期純利益率 分布: 1986-1996年

부터 1986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의 각 기 업 의 월별 수익 률 자료를 추출하고 이 월 

평균 林價收益率을 통해 연평균 복리林價收益率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 464개 기업의 평 

균은 11.4% , 표준편차는 12.7%로 나타난다-

3.4.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指標의 定意 및 計算

본 절에서는 위의 Zook&따len의 세 가지 기준지표를 하나로 복합하여 기업의 복합성과 

지표로 만든다. 즉 賣出의 年平均增加率과 營業利益의 年平均增加率， 그리고 妹價收益率

을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를 해당기업의 複合成果指

標， 즉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指標로 정의한다 (4) 

이 때 복합을 하는 방법으로는 각 기업들에 대해 세 지표의 정규화된 값을 구하고 이 

세 값의 평균을 구해 해당 기업의 복합성과로 하였다 각 지표와 복합성과를 분석한 표 

가 〈表 2)에 나타나 있다 (5) 

(4) 이 복합 성과지표는 다음의 5장에서 실시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회귀분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효자료수의 문제로 인해 當期純益 增加率 대신 營業利益 增加率을 사용하였 

다. 또한 ~價收益率의 계산에서도 앞의 분석에서는 윌자료가 60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 

평균 수익률을 구했으나 여기서는 월자료가 24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앞에 

서 구한 洙價收益率보다는 사용된 기업의 수가 464개에서 492개로 늘어나 평균 퉁이 약간의 차 

이를나타내고 있다-

(5) 정규화란 각 값들에서 평균을 빼고 이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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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個別指標와 複슴成果指標 

1 복합성과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구분 

i (정규화된 세지표 평균)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주가수익률 

평균 -0.09 12.18% 9.42% 10.67% 

표준편차 0.76 9.69% 14.58% 13.78% 

최대 7.55 115.93% 136.15% 59.26% 

최소 2.32 -16.14% 41.05% -78 .28% 

중위값 j -0.07 11.03% 8.76% 11.51% 

유효자료수 557 557 478 492 

註- 전체 557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 가지 지표 모두의 자료가 존재하지 

기업의 복합성과는 존재하는 지표만을 가지고 구한 평균이다‘ 

σJ-:느; 
'" '-

4. 韓國上場企業과 外國企業의 比較

4. 1.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分析

본 절에서는 Chris Zook & James Allen의 收益l生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기준에 의해 위 

의 기업을을 분석해 보았다. 즉 賣出과 當期純利益의 增加率이 5.5%를 초과하고， 자본비 

용을 상회하는 珠價收益率을 달성한 기업들의 비율을 구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3) 

과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賣出成長性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비율은 79%로 5개 기 

업 중 4개의 기업은 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利益成長性. 즉 當期

純益의 增加率 또한 5.5% 이상인 기업은 37%로 賣出賴 기준을 통과한 절반이상의 기업 

이 이 기준에서 탈락하였다. 

따지막으로 洙主總補借 기준까지 통과한 기엽은 전체의 17%에 불과하여 두 기준을 통 

과한 기업 중 절반이상의 기업이 세 번째 기준에서 탈락하였다‘ 세 기준을 모두 통과한 

74개의 기 업은 〈表 3)과 같이 나타난다-

4.2. 外國企業의 先行댐究와의 比較

앞에서 Zook&Allen의 기준에 의해 한국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파와 

비 교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成長性 조건을 만족하는 기엽은 외국기업에 비해 한 

국기엽의 비율이 거의 외국기업의 세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해당기간동안의 한 

국기업의 成長性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6) 다음으로 當期純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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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355개) 

[jj 한국의 현재 상장제조기업 (447개) 
(1986-1996년) 

36.9% 
(165개) 

16.6% 
(74개) 

매출성장성 기준 

충족기업 

매출빛 이익성장성 

기준충족기업 

매출， 이익 및 

주주총보상 기준 충족기업 

註:1) 賣出 및 利益(當期純益)成長性 기준 충족기업은 1986년에서 1996년 간의 연평균 실질 복 

리성장률이 5.5% 이상인 기업 

2) 賣出， 利益成長性 및 1*主總補慣 기준 충족기업은 賣出과 利益이 5.5% 이상 성장하였고 

동시에 1986년부터 1996년 간의 평균 妹主總補價(주가상승율· 연평균 복리성장률)이 자 

본비용(3년만기 회사채의 연수익률 평균: 14.5%)을 상회하는 기업 

〈그림 3)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分析(7)

益의 增加率 기준까지 통과한 기업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두배 정도로 좁혀지고 있 

다. 마지막으로 세기준 모두를 통과한 기업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한국기업이 成長性 기준에서는 외국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으나 收益

性기준 쪽으로 가면서 그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들의 성장지향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3. 基準에 대한 調整과 結果 比較

〈그림 4)의 외국 기업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기업과 국 

내 기업에 대해 成長性기준을 동일하게 實質增加率。1 5.5% 이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6)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GDP增加率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측정대상이 된 기업은 447개의 기업이다. 이는 557개 기업 중 林價收益率이 존재하지 않는 93 

개 기업을 우선적으로 제외하였고 나머지 464(557~93)개 기업 중 1986년의 當期純益이 음이며 

1996년의 當期純益이 양인 기업 17개를 제외하여 남은 기업이 447개이기 때문이다‘ 當期純益이 

음인 기업 중 1996년의 값이 음인 경우는 利益增加率 계산시 통과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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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基準 通過企業(74個) (단위: %) 

기업병 
매출 당기순익 주가 

기업명 
매출 당기순익 주가 

증가율 증가율 1 」L→。←기1 동 ~ !증가율 증가율 」ι「-。「1 흔 ~ 

SK텔레콤 115.9 121.9 55.6 코리아써키트 22.2 27.8 2 1.3 

선도전기 17.3 25.7 42.9 한국제지 11.7 11.] 21.1 

삼천리 8.5 10.4 33.7 조선내화 9.3 5.6 20.9 

남광토건 16.5 11.9 30.8 벽산건설 22.0 59.7 20.7 

남양유업 9.8 27 .4 29.6 부광약품공업 8.2 10.5 20.7 

하창 11.1 23.9 29.0 NI테크 15.0 10.6 20.4 

。。3 공 。E 5 ‘9 8.0 28.9 삼성 SDI 2 1.1 31.6 20.4 

한독약품 10.2 24.0 27 .4 。한양행 7.4 7.6 20.3 

LG건설 17.4 46.3 27.2 대웅제약 11.4 11.6 20.1 

롯데제과 10.5 6.1 27.1 동양석판 8.8 14.3 20.0 

BYC 9.4 11.9 26.9 디피아이 8.5 6.8 19.7 

비비안 l 9.9 9.9 26.4 이룸 10.3 16.4 19.3 

한국프랜지공업 16.3 16.3 25.8 남선알미늄 15.0 20.8 19.0 

한국수출포장공엽 11.4 11.8 25.6 동아타이어공업 10.9 11.2 18.6 

삼성전자 20.0 15.3 25.5 한미약품공업 l7.9 16.2 18.5 

일동제약 8.8 6.2 24.9 며。서 。 5.8 9.6 18.1 

S-Oil 17.0 22.3 24.8 평화산업 14.2 16.0 18.1 

대상 7.0 22.7 24.8 한국컴퓨터 20.9 32.9 18.1 
뇨。;λ Ij1 10.7 17.6 24.6 보해양조 10.8 15.0 17.8 

한솔제지 2 1.0 27.1 24.5 LG전션 11.6 18.2 17.7 

삼영전자공업 11.9 10‘2 24.2 동양제과 10.9 5.8 17.6 

카프로 9.2 17.7 23.7 대선주조 8.1 12.8 17.6 

중외제약 10.8 6.4 23.3 금호산업 25.8 6.3 17.4 

삼양제넥스 7.5 10.5 23.3 동부건설 14.0 10.6 17 .4 
드。죠二 」lC。↓ 8.1 10.1 23.3 우성사료 10.0 11.6 17.2 

한국타이어 11.7 8.3 23.3 진로 14.8 13.6 17.。

송원산업 7.5 5.9 23.1 제일모직 18.0 40.9 16.3 
극동유화 17.5 43.5 22.5 율촌화학 12.8 5.8 15.9 

신한 13.8 11.5 22.1 LG상사 18.6 19.8 15.6 

신영와코루 6.0 11.6 21.9 하이트맥주 25.5 15.5 15.6 

금강고려화학 12.7 19.3 21.8 국제약품공업 11.2 14.3 15.5 

삼성공조 • 12.3 12 .1 21.8 삼일제약 7.8 13 .4 15.5 

풍림산엽 10.5 15.2 21.8 현대약품공업 9.1 8.2 15.4 

셰아제강 10.2 19.2 21.7 대한통운 14.6 17.3 15.2 

혜인 I 18.9 29.0 2 1.4 성도 2 1.1 27.6 14.9 

건설화학공업 8.9 11.2 21.3 두산건설 17.0 33.3 14.6 

대한은박지공엽 11.4 10.7 21.3 제일제당 9.7 15 .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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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口 미국， 영국등 7개국 

1,8547n 기 업 (1988-1998년) 

l 한국의 현재 상장제조기업 447개 
(1986-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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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및 이익성장성 

기준충족기업 
매출， 이익성장성 및 

주주총보상 기준 충족기업 

註 1) 賣出 및 利益成長性(當期純利益) 기준 충족기업은 해당기간의 年平均 實質增加率이 

5.5% 이상인 기업 

2) 賣出? 利益成長性 및 l*主總補↑賞 기준 충족기업은 賣出과 利益 거준을 충족하며 동시에 

연평균 주가상승율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기업 

〈그림 4> Zook&Allen의 基準에 의한 韓國企業과 外國企業의 比較

〈表 4> 實質 GDP:t을加率 比較 外國 7個國과 韓國 (단위: %) 

구분 한국 
7개국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이탈 

일본 一효라“一까‘ 
평균 리아 

GDP증가율 

(연복리， 8.04 2.52 2.1 2.8 2.3 3.3 1.9 3.2 2.0 

1986-1996년) 

註: 한국의 GDP增加率은 199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 기준 GDP의 增加率이다. 

資料: 통계청 홈페 이지 데 이터 베 이스(kosis.nso.go.kr) .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成長性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이 기간 동안의 국내 기 업들의 GDP성장률이 Z∞k&Allen의 분석에 사 

용된 7개의 외국의 기업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의 GDP성장률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GDP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GDP 增加率은 7개국의 평균의 3.2배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률의 기본적이 차이로 인해， 외국기업들에 적용한 5.5%의 실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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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기준을 동일하게 국내에 적용할 경우 成長'1生기준을 통과한 기업의 비율이 국내기업 

의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서 〈表 4)의 GDP增加率을 기 준으로 “賣出과 當期純利益 增加率이 GDP增加率의 2 

배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라는 成長性 기준을 적용하면 Zook&Allen의 분석과 국내의 기 

업으 결과에 대해 GDP增加率의 차이가 고려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 

。]러한 “賣出과 當期純利益 增加率이 實質GDP增加率의 2배 이상을 달성한 기업’‘이라 

는 式長性기준을 적용하여 5.5% 기준을 대신하여 l3.5% 이상으로 成長性基準을 강화하 

여 계산하였다 이때 국내의 기업들의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출비율이 24%임을 참고하 

여 24%만큼은 외국기업의 평균인 5.5%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76%의 매출은 국내의 

매출이므로 국내 GDP증가율인 8%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값이 l3.5%로 나왔다 (9) (1 0) 

분쓰결과를 외국과 비교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기업에 대해서만 成長性기준은 강화할 경우에도 

31.8% 
(1 427R) 

매출성장성 기준 

충족기업 

口미국 영국등 7개국 
1.8547~ 기업 (1 988-1998년) 

톰 한국의 4477R 기 업 
(1 986-1996년 ) 

매출및 이익성장성 

기준충족기업 

매출， 이익성장성 및 

주주총보상 기준 충족기업 

註 한국기업의 賣出 및 利益 成長性 기준은 연평균 복리 實質增加率이 13.5% 이상이며 외국 7개 

국의 成長性 기준은 연평균 복리 實質增加率이 5.5% 이상이다 

〈그림 5) 實質 GDP增加率 2倍 基準에 의한 長期成果分析

(8) 엄밀힘 말하면 5.5%는 2.52%의 약 2.2배에 해당하므로 2.2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요국인 미국의 경우 2.8%이므로 2배에 못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배기준을 적 

용하기로한다-
(9) 계산식은 0.24 x 5.5% + 0.76 x 8% x 2 늑 13.5%이다 

(10) 수출비율관련자료는 〈表 6)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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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賣出成長性 기준을 통과한 기업의 비율은 외국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세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기업의 비율은 외국기업의 1β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은 成長性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나 收益性

이나 주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낮은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한국기업 

들이 외형적인 양적 성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성장의 질적인 측면인 收益性이나 주 

주에 대한 보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23개의 기업들은 〈表 5)와 같다-

순번 

〈表 5) 實質 GDP 엽加率 2倍 基準을 通過한 韓國企業(23個) (단위: %) 

기업명 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익 증가율 
연평균주가수익률 

(월 60개 이상) 

SK댈레콤 115.9 121.9 55.6 

선도전기 17.3 25.7 42.9 

LG건설 17.4 46.3 27.2 

한국프랜지공업 16.3 16.3 25.8 

삼성전자 20.0 15.3 25.5 

s αl 17.0 22.3 24.8 

한솔제지 21.0 27.1 24.5 

극동유하 17.5 43.5 22.5 

혜인 18.9 29.0 21.4 

코리아써키트 22.2 27.8 21.3 

벽산건설 22.0 59.7 20.7 

삼성SDI 21.1 31.6 20.4 

남선알미늄 15.0 20.8 19.0 

한미약품공업 17.9 16.2 18.5 

평화산업 14.2 16.0 18.1 

한국컴퓨터 20.9 32.9 18.1 

진로 14.8 13.6 17.0 

제일모직 18.0 40.9 16.3 

LG상사 18.6 19.8 15 ‘6 

하이트맥주 25.5 15.5 15.6 

대한통운 14.6 17.3 15.2 

성도 21.1 27.6 14.9 

두산건설 17.0 33.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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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의 決定要因

5. l. 決定要因의 資料算出方法과 意味

Wz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의 결정요인변수는 @ 자산대비 부채비율.@ 賣出대비 수 

출비율.@ 賣出대비 광고판촉비 지출비율.@ 賣出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賣出대 

비 투자자산 增加率(투자성향)， @ 賣出대비 교육훈련비 지출비율， 0 대주주 1인의 소유 

주식비율.@ 기업규모(年平均 賣出규모) 등으로 모두 8개의 변수와 산업더미 8개이다-

이러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각의 설명변수들의 산출 방법과 설명 

변수로 투입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의 KI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자료이다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매년의 부채비율의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평균을 구해 해당기엽의 부채비율로 하였다 또한 수출비율은 

總휩出에서 차지하는 총수출(상품수출과 제품수출의 합)의 비율의 11년간의 평균으로 구 

하였다‘ 

이러한 부채비율과 수출비율의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을 차입경영과 수출주도의 성장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높은 賣出成長性이나 쭈Ij益成長性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날 경 

우 이러한 차입경영의 의한 고도성장이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이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경우 수출에 의한 성 

장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성향은 대차대조표의 투자자산의 증가량을 總賣出賴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였다. 

이링게 구한 11년 간의 자료의 평균을 구하여 賣出대비 투자성향을 구하였다-

이러한 투자성향은 부채비율보다 직접적으로 成長ι住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로 판단된다. 또한 여타의 성과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높은 투자성향이 성과지표에 

대허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광고판촉비 지출비율은 손익계산서에서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항목을 總賣出賴으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광고판촉비 지출비율의 11년 동안의 평균을 구해 해 

당기업의 광고판촉비 지출비율로 하였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연구비， 경상연구비， 경상연구개발비， 연구 

개발투자 항목을 더하여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연구개발비를 賣出賴으로 나누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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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비 지출비율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매년의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을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을 구하여 해당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비율로 하였다-

교육훈련비 지출비율은 매년의 교육훈련비를 賣出賴으로 나누어 교육훈련비 지출비율 

을 구하고 이들의 11년간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러한 각 비용변수들은 모두 賣出대비 지출비율로 구해졌다- 이는 각 기업들이 이러 

한 비용변수에 대한 지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지출성향을 서로 비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단순한 액수로 하게 될 경우 賣出規模에 따라 지출액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각 비용에 대한 지출성향에 대해 상대적인 비교 

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은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 기간동안의 한국기업의 장기 

적 성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휠 것이다. 그러나 기업 

별 연구개발비 데이터는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자 

체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는 인적투자가 장기적인 기업성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비용변수들은 각 비용변수들의 영향을 동시에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나 

타난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된 비용과 과소지출된 비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영향정도 분석의 결과는 기업의 비용지출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비율은 재무제표의 주석사항 및 현황부분의 대주주 1인의 소유 

주식비율항목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값을 구해 이들의 평균을 구하였다 (11)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비율의 영향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소 

유지배구조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소유집중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실제로 그 

러했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平均賣出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규모가 거엽의 장기적 성과에 어느 

總、賣出의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11년 동안의 

평균으로 구했다. 이렇게 구한 平均賣出騙의 자연로그값을 구해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변수의 영향은 대규모 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볼 수 

(11) 대주주에는 법인도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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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깐업별 차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상장기업의 산업분류를 범주별로 묶어 8개의 산업으 

로 분류하였고 각 산업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총 8개의 산업더미변 

수가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8개의 산업더미변수는 건설업 (427B 기업) , 금속기계공업 (75 

개 기업) , 비금속 및 화학공업(135개 기업) , 섬유 및 제지공업 (67개 기업)， 음식료 및 

수산업 (44개 기업) , 자동차 등 운송장비제조업 (35개 기업) , 전자통신업 (79개 기업) , 판 

매운송서비스업 (55개 기업)으로 설정되었다 분류기준은 상장기업의 산업분류기준을 따 

라 인접영역을 묶어서 구했다 

5.2. 擾數資料의 算出結果와 基짧的 分析

위의 방법으로 각 설명변수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구한 결과를 종속변수와 

함께 정리한 것이 〈表 6)에 나타나 있다 

한편 〈表 6)에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자료에 해당하는 연평균 광고판촉비 지출비율과 연 

구개발비 지출비율， 교육훈련비 지출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6)과 같이 광고판촉 

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순으로 나타 

〈表 6) 쇼業의 成果와 說明變數들에 대한 基흉統람分析 

평균 최대 최소 
의값 유효 복합성과와의 

구분 표준편차 중 자료수 상관계수 

매출증가율 12.1 8% 9.69% 115.93% -16.1 4% 11.03% 557 0.81 

영업이익증가율 9.42% 14.58% 136.15% -41.05% 8.76% 478 0.83 

연평균주가수익률 10.67% 13.78% 59.26% -78.28% 11.51% 492 0.50 

복합성과 • -0.09 0.76 7.55 2.32 -0.07 557 1.00 

당기순이익률 2.44% 3.65% 17.64% -26.03% 2.24% 557 0.23 

부채비율 69.23% 21.07% 335.22% 23.72% 69.11% 557 0.02 

수출비율 24.15% 29.74% 99.81% 0.00% 9.40% 350 • 0.23 

광고판촉비 비율 1.61% 3.27% 24.80% 0.00% 0.26% 555 0.05 

연구개발비 비율 0.20% 0.38% 3.11% 0.00% 0.05% 때6 0.08 

투자성향 2.79% 2.75% 26.64% • 27.71% 2.36% 557 0.13 

교육훈련비 비율 0.08% 0.12% 1.02% 0.00% 0.05% 521 0.19 

대주주1인 주식소유비율 28.70% 14.64% 76.96% 0.00% 27.26% 536 -0.1 3 

기엽규모(연평균매출액) 18.33 1.29 23.17 15.22 18.1 2 557 0.18 

註 1) 복합성과는 賣出增加率， 營業利益增加率， 年平均1*價收益率의 정규화된 값들의 평균으로 

구해졌다-

2) 年平均妹價收益率은 월자료가 24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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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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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교육훈련비 비율 

났다. 

여기서 광고판촉비에 대한 지출은 표준펀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위값은 오 

히려 복리후생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고판촉비의 경우 소수의 기업의 비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비 

에 대한 지출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녔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할 경우 보다 의미있는 결론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5.3. 回歸分析 結果와 意味

5.3.1. 回歸分析 結果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선형중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2) 

(5.1) e + D C 
l 

8 r ‘ 
비
 

+ W 
M 

μ
 

8 Z 

바
 

+ 
얘
 

Y 

Y: 收益|生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性 지표들(賣出賴 增加率， 營業利益增加率. 1*.價收益

率， 자산대비 當期純利益率， 複合成果指標)

A: Y절편 (Constant) 

Ci : 산업더미변수의 회귀계수 

B i : 회귀계수( coefficients) 

X]: 부채비율 

(12)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회귀분석모형은 표준회귀분석모형 (OLS모형 Ordìnary Least Square 
ModeI)을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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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 : 광고판촉비 비율 

xs: 투자성향 

X7 대주주l인 주식소유비율 

수출비율 

。
날
 육
=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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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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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
 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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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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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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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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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기
 

X 

X 

X 

X2 

e. 오차항 

섬유 및 제지공업， 비금속 및 화학공업， 급속기계공업， El 8개 산업더미(건설업， 

식료 및 수산엽， 자동차 등 운송장비제조업， 전자통신업， 판매운송서비스업) 

이러한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表 7)에 나타나 있다.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指標인 複合成果指標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먼저 

알。L보면 수출비율과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투자성향 

그리고 기업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더미의 과 교육훈련비. 

겸우 비금속화학공업과 음식료수산업， 판매운송서비스업이 건설， 전자， 자동차 등의 다 

른 업종에 비해 성과가 나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賣出賴 增加率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수출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교육훈련비의 지출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성향과 기업규모， 

미i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더미의 경우 금속기계공엽， 비금속화학공엽， 섬유제지. 음 

식료수산업. 판매운송서비스엽에 해당하는 기엽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나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t:S음으로 營業利益 增加率에 대해서는 투자성향과 기업규모의 긍정적 영향과 수출비율 

산업더미의 경우 營業利益增加率에 대해서는 음식료 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산엽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나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 

디음으로 年平均 妹主總補慣率， 즉 妹價收益率에 대한 결과는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 

비율만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변수들과 산엽더미는 아무 

났다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대비 當期純利益率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채비율과 수출비율의 부정적 영 

주식소유비율과 기업규모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z... 
--'-향이 나타났으며 대주주 1인의 

이는 부채비율의 當期純

益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13) 

정된 설명계수 (R2)값도 49%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를 (1 3) 이러한 높은 설명력은 부채비율과 當期純益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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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 回歸分析結果(14)

찮t\ 
복합성과 매출액 영업이익 주가 당기 

지표 증가율 증가율 수익률 순이익률 

회귀계수 t 회귀계수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회귀계수 t 

Y절편 (A) 1 4" -3.16 -D 02 -D.35 -D .09 -D 93 0.06 0.55 0~09'" 5 24 

부채비율(Xj ) -D.04 -D .31 002 091 0.01 039 -D 01 -D .45 -D 17'" -20~95 

수출비율(X2) -D 5'" -4.81 -D 07'" -5.22 -D .09'" -3~73 -D 02 -1.06 -D 01** -2~89 

광고판촉비 비율(X3) 0.57 0.55 -D 13 -1.05 0.07 0~33 0.02 0.10 0~01 0.15 

연구개발비 비율(X4) 870 113 0.43 046 -D 72 -D 46 1 여 117 045 154 

투자성향(Xs) 2.47' 2.46 036" 2~90 12'" 405 -D .13 -D 66 -D여 -1.03 

교육훈련비 비율(X6) 52.73' 1.86 661' 189 350 058 8.36 125 0.62 0.58 

대주주1인 주식 
-D 54" -2~75 -D.01 -D 50 -D 03 -D .59 -D 19"* --4.18 0013* 1.76 

소유비율(X7) 

기업규모(X8 ) 01*** 4.15 0~01'" 360 001' 2.1 0 0.01 119 0.01'" 3.51 

건설엽더미 (Dj) -D .07 -D.43 -D 03 -1.28 0.05 127 -D여 -D 92 0.00 -D.79 

금속기계공업 (D2) -D .17 -114 -D여* -197 -D 03 -D .90 -D 01 -D 20 0.00 -D 08 

비금속화학공업 (D3) -D 37" -258 -D 07'" -4 .17 -D 04 -1.29 0~01 0.34 0.00 -D 46 

섬유제지 (D4) -D .20 -1.32 -D 06'" -3~33 -D ~01 -D .34 0~05 124 0.00 0.28 

음식료수산업 (Ds) -D 41' -2 .49 -D 09'" --4 25 -D 08' -2.30 0~03 083 0.00 -D .69 

자동차운송장비 (D6) -D.1O -D .61 -D .01 -D 65 -D 02 -D 58 -D 01 -D 25 0.00 -D 29 

전자통신(D7 ) -D .06 -D .37 -D 01 -D 56 001 0.18 0.00 0 여 000 -D 49 

판매운송서비스(D8) -D 36' -2.32 -D 06'" -3~21 -D 03 -D 95 -D .02 -D .55 -D 01 -1. 13 

A이usted F A이usted F A이usted F Adjusted F A여usted F 
모형의 유의성 R Sq띠re 유의도 RSquare 유의도 RSquare 유의도 RSquare 유의도 RSquare 유의도 
검증결과 

O~ 14 <.이:xn 0.18 < 아XJ1 0.11 < 아XJ1 0.06 oαXJ2 0.49 < αXl 1 

註 •. 10% , ••. 1% , •••.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3.2. 分析結果의 *宗슴과 意味

이상의 결과를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아래의 〈表 8)과 같다. 

먼저 부채비율의 영향은 當期純利益率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높은 부채비율은 과다한 이자비용을 통해 기업의 當期純利益率을 악화시키는 

통해 살펴보면 두 변수간에는 명확한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14) 잔차그래프를 통한 이상점 (out1ier) 분석을 실시， 이상점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며 이분산성 (Heterosc혀asticity)검증 결과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의 문제도 표에 나타난 V때ance Inflation 지수와 Eigenvalue값 Condition Index 값 퉁을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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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各 說明變數들의 成果變數에 대한 影響 縣合

영업이익증가율 

0 

0 

0 

+ 

0 

0 

매출증가율 

+ 
+ 

0 

0 

0 

0 

복합성과 

0 

0 

+ 
+ 

0 부채비율 

수출비율 

광고판촉비 비율 

연구개발비 비율 

투자성향 

교육훈련비 비율 

대추주 1인 주식소유비율 

기업규모 

처펴벼/--
2o L! T 

+ 0 + + + 

註+는 긍정적 영향을는 부정적 영향을 o은 영향이 없음을 나타낸다.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수출비율 또한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 즉 ~價收益率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이다 

긍정적 영 다음으로 비용항목의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훈련비 지출비율은 성과에 대해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출비율과 광고판촉비의 영향은 나타 향윷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지 않았다 (1 5) 

그 다음으로 賣出대비 투자자산의 增加率로 구한 투자성향은 복합지표와 賣出增加率

리고 營業利益 增加率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年平均賣出賴은 妹價收益率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 대해 

이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성과에 유의미한 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영향 높은 주식소유비율은 妹價收益率과 복합지표에 마지막으로 대주주 l인의 

을 겨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收益l生지표인 當期純利益率에 대해서는 이와는 반대로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친 결과 긍정적 基盤한 持續的 成長에 대한 회귀분석 결론적으로 收益性에 

반면 수출비 기업규모 등이었다-것으로 나타난 것은 투자성향과 교육훈련비 지출비율， 

율콰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 여기서 연구개발비 데이터의 충실도가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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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寶出대비 投資資塵의 增加率로 구해전 

투자성향이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윤과 賣出

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16) 

다음으로 교육훈련버 지출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고판촉비 

지출 비율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비용변수들의 전체기업평균에서 광고판 

촉비 지출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해 보면 매우 강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겨척 성과에 영향이 없는 광고판촉비의 지출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훈련비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성 

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광고판촉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비(17)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서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年平均賣出賴이 ~3c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 등 기업 

의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규모의 경제가 분석기간동안 

에는 긍청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큰 규모를 가진 기엽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enrose (1995) 에 의하 

면 규모가 큰 회사의 성과가 대량생산 및 대량 구매와 대량판매， 대량의 재무적 거래에 

서 발생하는 잇점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회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 

러한 대규모로 인해 생기는 효율성，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의 

한국기업들에게 존채했음을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출비율의 부정적 영향은 한국경제의 수출주도의 성장어라는 일반적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가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는 부정적이었음 

을 나타낸다. 즉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환율변화와 외국시장환경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아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해외시장의 환경요인에 의해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중섬의 賣出구조보다는 내 

수와 수출비중을 적당하게 유지함으로써 포트폴리오효과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주주 1인의 주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장기적 妹價收益率과 복합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18) 반면 當期純利益率에 대해서는 

(1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높은 성과가 높은 투자성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높은 투자성향의 유치가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투 

자의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교육훈련비 대신 복리후생비를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마찬 

가지로 광고판촉비에 대한 지출보다는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와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를 늘려야 장기적인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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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된 소유구조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식소유비 

율파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비율과 기업성과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의 當期純利益率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과다한 부채비율이 레버리지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적으로 이자비용을 늘려 기업의 收益性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 따라서 기 

업이 收益性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을 위해서는 높은 부채비율은 피해야 할 것이다 (21) 

6. 結 =~‘ i'i ffll 

지금까지 증권거래소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제조기업 557개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무제 

표 자료를 활용해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성과를 측정해 보고 이들 성과에 영향을 미 

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와 그 의미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상장제조기업들은 1986년부터 1996년 사이 강한 성장지향성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1990년대 전반기까지의 높은 성장은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다소 둔화되 

었 과. 즉 實質賣出賴增加率이 5.5% 이 상인 기 업 이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에 는 2개 기 

업 중 1개인 분석대상 기업의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22) 또한 한국의 제조기업들의 성 

과를 외국기업들의 성과와 비교해 볼 경우 成長性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둔 반면 주 

(18) 대주주 l인에는 볍인을 포함한 것으로 개인 및 법인 중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을 나타낸 것이다 
19)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과 기업성과와의 회귀분석은 단순한 선형분석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즉 주식소유비율의 구간에 따라 소유비율의 증가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Lee and Ryu(l 999):. 
또한 지배주주가 매우 적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CMS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형태의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해 CMS 기업이 낮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 이 있다 [Lee‘ R씨， and Yoon(2002), Bebchuck, Kraakman, and Triantis(2002)]. 즉 기 

업익 소유구조와 성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결론을 기존연구에서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利益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효과라고 
도 한다. 타인자본을 사용하는데 드는 금리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타인자 

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도입하변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부담으로 인한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21) 경영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부채의 증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투자를 위해 높은 

부채비율을 허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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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6년부터 1996 

년 사이의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2001년 세계지식포럼에서 발 

표된 베인&컴퍼니의 연구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과거 한국기업들의 

성장중심의 경영관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23) 

둘째， 기업의 장기적 성과와 그 영향요인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이 ~X:益性

에 基盤한 持續的 成長을 위해서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교육훈 

련비와 복리후생비와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비용지출이 광고판촉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출에 비해 높은 성과를 가져옹 것이 밝혀져 기업의 비용지출형태에 대한 시사점을 발 

견하였다. 또한 높은 수출비율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인 賣出構造를 가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의 

한국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주 

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향후 이러한 결론과 시사점들에 대해 관련 자료에 근거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기간인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환경과 1997년 

이후의 경제환경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997년 이후에 대해 본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博士課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59 

E-m떠1: jungmoosup@hanm며l.net 

(22) 이는 1990년대 후반기로 가면서 한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나빠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업의 추구성향의 변화라기 보다는 실적의 악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3) 이러한 성장지향성과 ~Ý::益性 및 주주경시 경영관행은 IMF 이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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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獨立變數 間의 相關係數表

변수구분 

l 부채비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0 

유의도 

2 수출비율 I -D.1O 1.00 

유의도 I 0.02 

3. 굉고판촉비 비율 \ -D.02 -4).26 1.00 

유의도 I 0.60 0.00 

4 연구개발비 비율 I -D.12 -D .01 0.16 1.00 

유의도 I 0.(’.00 0.8맑7 0이‘( 

5 투x자}냄성향 0.02 -D .01 -D.(η 0.09 1.00 

유의도 I 0.72 0.80 0.10 0.03 

6 교육훈련비 비율 I 0.01 -0.22 -4).47 0.20 0.01 1.00 

유의도 I 0.73 0.00 0.00 0.00 0.77 

7 다주주 ]인 주식소유비율 1 -D.14 0.00 -D .05 -D.08 -D .04 -4) .20 1.00 

유의도 0.00 0있 0.27 0.07 0.40 0.00 

I 0 18 0 06 -D 05 -D 08 개 09 007 -0 .20 1 00 

유의도 0.00 0.18 0.25 0.05 0.04 0.1 1 0.00 

8 기업규모 

9 건설엽 더미 0.19 -D.17 -D .12 0.01 -D .05 -D .01 -D .09 0.16 1.00 

유의도 0.00 0.00 0.00 0.86 0.28 0.74 0 여 0.00 

10 끔속기계공업 -D.05 -D.1 1 -D .15 -D .09 -D.03 -D.14 0.02 -D .06 -D .11 1.00 

유의도 O 깅 0 이 000 0 여 045 000 057 0 17 001 

11 비금속화학곧업 -D 13 -D 여 0.36 0.25 0.02 0.24 -D .07 -D .06 -D.16 -4) .22 1.00 

유의도 000 037 0‘ 00 0.00 0.59 0.00 0.1 1 0.15 0.00 0.00 

12 석유제지업 -D 05 014 -D 05 -D15 -D (η -D.12 0.19 -D.07 -D .11 -D.15 -D .21 1.00 

유의도 0.28 0.00 0.26 0.00 O. Jl 0.00 0.00 0.11 0.01 0.00 0.00 

13 음식료수산업 0.06 -D.14 0.12 -D.02 -D .08 -D .03 0.07 0.07 -D.08 -D.12 -D .17 -D.1 1 1.00 

유의도 0.16 0.00 0.00 0.63 0.08 0.44 0.09 0.08 0.05 0.01 0.00 O.이 

14 가동차운송장비엽 0.00 -D .01 -D.II -D .05 -D .01 -D.08 0.01 0.01 -D.07 -D.1O 매.15 •{).1O -D.08 1.00 

유의도 O 맺 0.90 0.01 0 갱 0.73 0.08 0.85 0.81 0.08 0.02 0.00 0.02 0.07 

15 건자통산업 -D 11 0 찌 -D.II 0.09 0.11 -D .03 -D .07 -D.08 -D.12 -D.16 -O.깅-D.15 -D.12 -D.1 1 1.00 

유의도 0‘ 01 0.00 0.01 0.03 0.01 0.50 0.09 0.05 0.01 0.00 0.00 0.00 0.00 0.01 

16 관매운송서비스업 • 017 009 一{) 08 -D 14 0어 -D 05 -D 여 0.13 -D.09 -D .13 -D.19 -D .12 -D.10 개 09 -D 13 1. 00 

유의도 I 0.00 0.03 0.05 0.00 0.46 0.24 0.31 0.00 0.03 0‘ 00 0.00 0.00 0.02 0 여 000 

註 가로항의 1. 2 .... 18은 세로항의 해당번호의 변수명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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