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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1997년 12월 한국경제는 외환부족 때문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금융기관의 부실

로 인한 은행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IMF의 유동성지원으로 외환위기는 극복되었으

나, 기업 도산과 부실채권의 누적에 따른 은행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러한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1998년 이후 제1차, 2차에 걸친 금융구

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수의 금융기관이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요인이 은행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

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중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에 누적되어 온 많은 구조적인 문

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자본시장이 덜 개방되었던 지난 기간에 우리 기업의 취약

한 재무구조와 무분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문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부문 역시 정책당국이 항상 부실채권을

구제하여 온 관행 하에서 금융기관이 적절한 여신심사와 위험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 규제완화 등 금융 부문의 자율화와 개방은 이전기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불

안정성과 위험을 확대시켜 왔으며, 결국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한국의 기업과 금

융부문의 곳곳에 누적되었던 구조적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에 커다란 지배력을

행사하며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믿음 속에서 정부, 금융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무분별한 차입으로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온 재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발생과 관련하여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보다

도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은행차입에 의존하여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1997년 말 제조업 부문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

은 507%에 달하여 비재벌기업들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1).

1) 조성욱(2000) 참조. Lee, et al.(2000)은 재무구조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을 조정하더라도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다른 독립기업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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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축적이 미비하고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경제에서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에서 입증되었듯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상승, 금융경색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확대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또 재벌들은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적은 소유지분으로 경영

전권을 장악하고 수익성 있는 부문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외형적인 규모만을 확장하

는데 치중하여 왔다는 비판이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반면에 수익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외부충격으로 쉽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에 30대 재벌 중

2개 그룹은 자본잠식을 겪었고 16개 그룹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성욱, 2000).

금융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

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는 실증분석의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최근 한진희(1999), Park and Shin (1999), Kim

and Lee(2000), 조성욱(2000) 등의 연구는 한국의 기업 재무제표들을 이용하여, 특히

재벌의 다각화 경영이 실제 과잉 투자와 투자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하였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재벌의 투자결정이 얼마나 효

율적이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서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입수 가능한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벌그룹의 계열사와 독립기업들 간

의 투자와 미래의 수익률(토빈의 q)이 외환위기 이전 1989~-1997년 기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벌기업들이 비재벌기업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 또 재벌기업들의 q가 독립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재벌기업들과 독립기업 간의 투자율의 차이

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과연 q의 차이로 설명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독립기업들에 비해 분석기간

인 1989-1997년 동안 더 높은 q를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의 상당부분은 q 또는 현금흐름(cash flow)의 차

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재벌그룹이 과잉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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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높은 투자율이 기업진단의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의 비효율성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Scharfstein (1998),

Scharfstein and Stein (2000), Rajan, Servaes, and Zingales(2000)등의 연구들은 대리

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해 그룹내부에서 투자자원이 수익성과 상관없이 비효

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

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벌그룹이 각 산업에서 자신과 경쟁하는 독립기

업들과 비교할 때 투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투자의 비효율성은 지배소유구조가 나쁜 기업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Ⅱ . 기업투자의 결정요인

1. 기업투자에 관 한 이론

개별기업의 투자행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이론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투자이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신고전파의 투자이론, 가속

도 이론 및 토빈의 q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자본의 한

계생산성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적정 자본수준을 결정한다. 이

때 투자결정 및 투자집행의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재 자본스톡과 적정 자본

스톡간에는 괴리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은 자본비용과 자본축적간의 인과성을 연결시킴으로서, 투자이론의 미시경

제학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투자는 본질적으로 미

래지향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미래 예상수익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의

문이 제기되어왔다.

가속도이론은 산출량의 변화가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축적 가속도이론에 따르면 자본스톡의 조정시차 및 잉여생산능력의 존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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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자본스톡과 실제 자본스톡의 차이 중 일정 부분만큼만 투자가 실현되며, 결국

투자는 과거 산출량변화의 가중합계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속도이론은 기대

이윤, 자본비용 등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미시적 요소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토빈은 투자는 이자율이나 가속도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q에 의

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토빈의 q는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총

자산의 대체원가 비율로 정의된다. 이때 q가 1보다 큰 경우에 시장에서 평가한 기

업의 가치가 자본재의 구입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유인이 커진다.

이러한 q이론은 종래의 투자함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투자유인에 관한 포괄적

인 정보를 q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은 이론이지만, q가 보다 정확히 측

정되려면 발달된 주식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많은 실증분석에서 q의 투자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Stiglitz

& Weiss(1981)는 개별기업이 신용할당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제약을 받

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였다. Myers &

Majluf(1984)는 경영자와 잠재적 투자자사이의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때 기업은 내

부자금 이나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우선하며 신주발행에 의한 투자는 덜 선호함

을 보였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내부 현금흐름의 크기나 금융제약의 존

재여부가 기업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Fazzari, Hubbard &

Petersen (1988)은 미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투자지출은 유동성

의 제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Hoshi, Kashyap & Scharfstein (1991)은

일본 제조업을 대상으로 은행과 유대관계가 밀접한 기업과 유대관계가 없는 독립기

업간의 투자행태를 비교하여, 은행과 유대관계가 밀접한 기업군의 투자는 유동성에

민감하지 않은 반면에 독립기업군의 투자는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였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은 신동령(1992), 윤봉한

(1994), Cho(1995), Kim and Park (1998) 등의 연구들이 있으며 대부분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재벌소속 기업일수록 단독기업에 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수

준의 변화에 대해 투자지출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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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의 소유지 배구조와 투자결 정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관련하여 재벌의 효율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어 왔다. 기업집단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각화가 경영의 안정

성, 위험의 분산과 범위의 경제를 잘 활용하여 요소시장(자본, 노동, 기술, 경영)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Leff(1978), Khana and

Palepu (2000)). 이에 반해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상 재벌오너

의 지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의 상호 주식보유(interlocking ow nership)

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즉, 재벌의 지배 대주주가 기업의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 편익은 독점하면서 비용은 외부 주주들과 분담하게 되므로 대

리인비용이 발생하게 된다(Jensen and Meckling(1976), Shleifer and Vishney

(1997)).

재벌 총수와 가족들에 의한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투자결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에 관해 국내외에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Lamont

(1997)와 Shin and Stulz (1998)는 그룹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투자가 Tobin의 q와 같

은 시장지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Lang and Stulz

(1994), Berger and Ofek (1995)의 연구는 그룹집단의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

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독립기업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Scharfstein (1998), Scharfstein and Stein (2000), Rajan, Servaes, and Zingales

(2000)의 연구는 내부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다

각화된 기업의 사업부서는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 그 산업의 독립기업들 보다 평균

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는 경쟁하는 독립

기업들에 비해 더 낮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재벌의 투자결정에 비효율성이 존

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조성욱(2000)은 평균적으로 재벌기업들의

수익성이 독립기업들 보다 낮은 이유가 지배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데서 발생하

는 외부 주주와 지배 대주주간의 이해 상충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Kim

5



and Lee(2000)의 연구는 지배구조는 주식가격과 별로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Park and Shin (1999)은 한국경제에서도 재벌그룹의 경우 독립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q를 갖는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독립기업에 비해 더 높은 q를 갖는 계열

사들과 비교하여 투자지출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보임으로써 재벌들의 투자가 효율

적이지 못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진희(1999)는 외환위기 이전 5대 재벌그룹의

투자가 투자 위험에 오히려 정의 관계를 가짐을 보임으로써 과잉투자의 경향이 있

었음을 보이고 있다.

Ⅲ . 한국기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1. 자료의 내용과 특 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이며,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는 한국 제조업의 투자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자

료 가운데 금융업이나 기타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자료는 연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4~340개 기업의 횡단면자료

와 9년 간의 시계열 자료가 결합한 패널자료이다. 즉, 1989년 214개의 기업을 포함

하여 1997년 340개의 기업으로 전체자료 수는 2,596개로 횡단면 자료가 연도별로

다른 비일관된 패널자료이다2) . 이렇게 비일관된 패널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 경제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분석대상기업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하여 분류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이 479개로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 2,596개의 제조업에 속한

기업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료품 제조업 261

개, 섬유제품 제조업 239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73개, 가죽, 가방, 마구류 및

2) 분석대상기업의 자료수는 Tobin의 q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투자율과 현금흐름 자료를 기준으

로 하는경우에는 총 3,059개 기업자료를 이용했으며, 1989년은 339개를 제외한 나머지 1990~97년은

340개 기업 자료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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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제조업 53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9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이

32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79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94개, 비금속광

물제품 제조업 152개,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205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1개, 기

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개,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34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18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4개, 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4개, 기타 운송장비 제

조업 18개, 가구 및 기타 제조업 47개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2. 재벌그룹과 비 재벌그룹의 투자 행태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업을 5대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그리고 비재벌기

업으로 구분하였다3). 이와 같이 분석대상 기업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이유는 한국

기업의 경우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룹 내부자원의 효율

적인 이용여부 등에 의하여 비재벌기업과 다른 투자행태를 보일 것이라 판단 때문

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5대 재벌그룹과 6~30대 재벌그룹사이에도 존재하였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자율과 Tobin의 q, 현금흐름 등의

변수를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및 비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자료 수, 평균

(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및 중위값(m edian)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수

가 가장 적은 q 값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의 전체패널 기업 수는 2,596개 가운데 5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수는 191개,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수는 378개, 비재벌

기업수는 2,027개로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유형고정자산 대비 투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투자율은 전체기간동안 5대

재벌그룹과 6~30대 재벌그룹은 각각 26.9% 27.0%로 비재벌기업의 투자율 18.7%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투자율은 분석대상 기간동안 재벌그룹이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q의 값을 비교해 보면 5대 재벌

3) 분석대상 자료를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릅 그리고 비재벌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1997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 재벌그룹의 순위와 특징은 부표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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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6~30대 재벌그룹 그리고 비재벌기업 순으로 크나 각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즉, 5대 재벌그룹의 q는 1.66, 6~30대 재벌그룹의 q는 1.55, 비재벌기

업의 q는 1.43 이다. 이러한 q의 차이는 투자율에서 재벌그룹과 비재벌기업간의 차

이가 평균적으로 9%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재벌그룹과 비재벌기업간의 투자결정

에 있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

본 스톡과 q의 추계방법은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 수의 요약

구분 전체 5대재벌 6~30대재벌 비재벌

투자율

자료수 3,059 216 396 2,447

Mean 0.203 0.269 0.270 0.187

(S.D .) 0.416 0.332 0.532 0.400

Median 0.068 0.188 0.109 0.051

q

자료수 2,596 191 378 2,027

Mean 1.465 1.660 1.554 1.430

(S.D .) 0.345 0.269 0.365 0.339

Median 1.432 1.615 1.528 1.398

현금흐름

자료수 3,059 216 396 2,447

Mean 0.179 0.182 0.084 0.194

(S.D .) 0.251 0.315 0.212 0.247

Median 0.128 0.091 0.062 0.148

한편, 유형고정자산 대비 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이하 현금흐름 비율)은 비재벌

기업이 19.4%, 5대 재벌그룹은 18.2%, 6~30대 재벌그룹은 8.4% 순이다. Modigliani

-Miller이론에 따르면, 현금흐름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투자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현금흐름이 우선적으로 기업이 부족한 자금을

8



조달하는 원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현금흐름의 정도에 따라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표의 통계량을 보면, 6~30대 재벌그룹은 5대 재벌그룹과 비재벌기업

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현금흐름 수준인 상황에서 투자율은 5대 재벌그룹과 비

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무려 9%나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룹별 투자율, q 및 현금흐름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

한 변수의 그룹별 연도별 추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투

자율과 q의 그룹별,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1> 그 룹별 투자율의 추이

<그림 1>에서는 분석대상 기업을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및 비재벌기

업으로 나누어 투자율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투자율의 연도별 추이는 그

룹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1992년까지 투자율이 하락되다가

1993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즉, 5대 재벌그룹은 1991년에 투자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992년까지 하락하며, 1994년과 1995년에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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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6~30대 재벌그룹은 1991년에 무려 40%

에 가까운 투자율이 보이다가, 점차로 하락한 후 1996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비재벌기업은 1992년까지 하락하다가 1993년부터 일정한 수준

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그룹별 q의 연 도별 추이

<그림 2>는 전체 분석대상기업을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및 비재벌기업

으로 나누어 q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별 q의 상대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에 세그룹의 q가 서로 비슷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그리고 비재벌기업의 순으로 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q의 변동은 주식시장의 주가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이 1989년에 정점에 달하였다가 1991~92년에 침체국면을 겪고 난 후

서서히 회복되다가 1996년부터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부분이 q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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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함수의 추 정

이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기업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행태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재벌그룹소속 기업과 비재벌 기업간의 투자행위를 비교한다.

1) 기업투자의 결정 요인

① Tobin의 q

토빈의 q이론은 주식시장이 기업의 새로운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업

은 이를 근거로 투자량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토빈의 q이론은 해당기업의 두

가지 가치개념에 대한 비율로 정의되는데, 분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의 주식가치와 부채가치의 합인 총 시장가치, 분모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총자산의

대체원가를 두었다. 이때 q가 1보다 큰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의 가치

가 자본재의 구입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의 유인이 커진다. 이러한 q이론은 종

래의 투자함수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투자유인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q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렇게 q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자본스톡의 증가여부를 결정하는데 모든 정보가

q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다른 정보

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q이론은 실질적으로 한계 q를 의미하는

것으로4) 본 연구에서는 q의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균 q를 사용한다. 이론

적으로 q가 기업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현실적

으로 부채시장과 주식시장의 비대칭 정보와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금리규제나 신용

할당 등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

자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q와 더불어 유동성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여

야 한다.

② 현금흐름

4) Hayashi(1982)는 이윤함수가 일차함수이고, 조정비용함수가 투자와 자본에 대하여 영차동차함수이

며, 기업의 가치를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정의하는 동시에 조세가 없는 경우에 평균 q은 한계 q
와 이론적으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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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gliani와 Miller의 이론에 따르면 정보가 대칭적이고 세금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을 가정할 때, 기업의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개별기업은 금리규제나 신용할당 등에 의

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는 등 자본시장이 완전하지 않을 때 개별

기업은 투자결정에 있어 유동성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재벌그룹의 유무

기업의 자산규모, 매출액 및 종업원 규모 등 재벌그룹의 경제적 비중은 비재벌

기업과 비교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르다. 더구나 5대 재벌그룹은

6~30대 재벌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은 정부지원과 규제, 금융기관에의 접근의 용이, 시장 지

배력, 재벌그룹 내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또는 비효율적인 이용 등으로 인하여 비재

벌기업의 경우와는 다른 투자결정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

여부가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기업 투자함수 추정 결과

본 연구는 q이론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행태를 분석하는데, 투자에 영향을 미

치는 현금흐름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 후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전체 기업을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및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간의 투자행태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투자의 결정요인에 기초하여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

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투자결정의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설정한다.

( I / K ) it = f ( q it , C F it , D5 it , D30 it , y ear t )

이때 ( I / K ) i t는 t 시점에서 기업 i의 투자율이며, q i t , CF i t 는 각각 i기업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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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의 토빈의 q와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Y ea r t는 연도더미로 경기호황이나 경

기침체 등 당해연도의 거시적인 충격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D5는 5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은 1 , 그 밖의 기업은 0 인 더미변수이고, D30은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에 1 , 그 밖의 기업은 0 인 더미변수이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녈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별

횡단면자료의 특성과 연도별 자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또한 각각의 효과를 분

리하여 추정하기 위함이다. 본고는 위 식을 임의효과모형으로 추정한다. 임의효과모

형(random effect model)은 α 1를 임의적인(random) 확률변수라고 가정하고, 따라

서 α 1= α 1+ μ i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α 1은 상수이고, μ i는 평균이 0, 분산이

상수이며,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임의 변수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위 식을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추정

하였다.

모형1 - 1 : ( I / K ) it = 1 + 2 q it + 3 CF it + 4 Y ear it + i t

모형1 - 2 : ( I / K ) it = 1 + 2 q it + 3 CF it + 4 D5 it + 5 D30 it +

6 Year it + it

모형1 - 3 : ( I / K ) it = 1 + 2 q it + 3 CF it + 4 q * D5 it + 5 q * D30 it +

6 CF it * D5 it + 7 CF it * D30 it + 8 D5 it +

9 D30 it + 10 Year it + it

첫째, [모형 1-1]은 전체 분석대상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율이 토빈의 q와 현금흐

름(CF)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을 이

용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그룹에 속한 각 기업의 투

자행태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모형 1-2]에서는 그룹별로 투자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5대 재벌그룹과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을 각각 대표하는 더미변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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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 추정계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만약 D5와 D3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양

(+)의 부호를 보인다면, 투자가 q와 현금흐름의 변수에 의해 설명 못하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하여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비재벌기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셋째, [모형 1-3]은 각 그룹별 투자행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투자함수에

각각 재벌더미와 q를 결합한 변수, 현금흐름(CF)과 결합한 변수를 포함시켜 추정계

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 방법은 각 기업의 투자행태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으

로 가정하여 추정한 [모형 1-1]을 수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업간 투자가 현금흐

름에 반응하는 정도에서 서로 동질적이지 않고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

초한 것이다. 만약 재벌더미와 q를 결합한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의 부호를 보인

다면, 이는 재벌기업이 q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벌더미와 현금흐름을 결합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추정계수의 반응

을 살펴보았다. 이때 재벌더미와 현금흐름 결합항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보인

다면,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q와 현금흐름으로 투자함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

간의 투자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벌더미를 모형에 포함시

켜 추정하였다. 이 경우 재벌기업의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재벌기업은 비재벌기업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투자가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서는 [모형 1-1], [모형 1-2] 및 [모형 1-3]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1]의 추정결과를 보면, q의 추정계수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며 양(+)의 부호를 보인다. 이것은 q가 한국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q가 클수록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금흐름의

추정계수 역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

다. 이것은 한국기업은 투자에 있어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한국기업은 투자결정에 있어 q와 현금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2]는 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 5대 재벌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0.054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성장기회(q)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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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표 본기업의 투자함 수 추정결과
1/ 2/

구 분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상 수
-0.212***
(0.041) 3 /

-0.203***
(0.041)

-0.214***
(0.045)

q 0.211***
(0.024)

0.190***
(0.024)

0.201***
(0.027)

CF 0.224***
(0.033)

0.243***
(0.033)

0.222***
(0.035)

D5 - 0.054*
(0.031)

-0.084
(0.175)

D30 - 0.104***
(0.023)

0.212**
(0.095)

q*D54 / - - 0.078
(0.106)

q*D305 / - - -0.078
(0.060)

CF*D54 / - - 0.039
(0.149)

CF*D305 / - - 0.128
(0.096)

Year 6 / O O O

관찰치 2,596 2,596 2,596

R2 0.048 0.048 0.060

주: 1/ 종속변수는 연초자본스톡(추정값)대비 투자율이며, 독립변수는 q, 현금흐름, 연도

더미로 사용했으며, 기업효과를 감안한 임의효과모형(ran d om effect m odel)으로

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음.

2/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각각 ***, **, * 으

로 표시하였음.

3/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4/ 5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은 D5=1, 그 밖의 경우는 0 임.

5/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은 D30=1, 그 밖의 경우는 0 임.

6/ Year (연도더미)에서 o는 연도더미가 모형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함.

현금흐름(CF)을 가질 때 5대 재벌그룹이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투자율이 5.4%p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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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6~30대 재벌그룹의 더미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30대 재벌그룹의 투자율이 투자함수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6~30대 재벌그룹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0.4%p 나 높게 투자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각 기업의 투자는 q와 현금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q와 현금흐름에 대해 반응하는 투자행태 상의 차이가

그룹별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별로 투자행태 상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

다는 가정 하에서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모형 1-3]에 제시하였다.

[모형 1-3]은 q, 현금흐름(CF), 5대 재벌 더미변수와 q의 결합 항(q*D5), 6~30대

재벌 더미변수와 q의 결합 항(q*D30)과 현금흐름(CF)과 5대 재벌 더미변수의 결합

항(CF*D5), 현금흐름(CF)과 6~30대 재벌 더미변수의 결합 항(CF*D30) 및 5대 재벌

더미(D5)와 30대 재벌더미변수(D30)를 모형에 포함시켜 5대 재벌그룹과 6-30대 재

벌그룹이 q, 현금흐름에 대해서 비재벌그룹과 다른 투자행태를 보이는 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q와 현금흐름(CF)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재벌더미에 q를 곱한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대 재벌더미와 q의 결합 항(q*D5)과 6~30대 재벌더미와 q의 결

합 항(q*D30)의 추정계수 값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값을 보인다. 즉, q*D30의 추정

계수는 음(-)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q*5D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6~30대 재벌그룹의 투자가 q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

게 반응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현금흐름(CF)과 5대 재벌 더미변수의 결합 항(CF*D5), 현금흐름(CF)과 6~30대

재벌 더미변수의 결합 항(CF*D30)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부호만 비교한

다면, 5대 재벌그룹과 6-30대 재벌그룹이 현금흐름에 대해서 비재벌그룹과 투자행태

가 다르지 않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5대 재벌더미(D5)의 추정계수는 부(-)의 부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6~30대 재벌더미(D30)의 추정계수는 정(+)

의 부호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대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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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투자는 q와 현금흐름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될 뿐,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30대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q와 현금

흐름에 의해서 투자율이 결정되는 것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투자율이 결정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6~30대 재벌그룹의 투자율은 q와 현금흐름에 의해서 결

정될 뿐만 아니라,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투자율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

다.5)

4. 투자자금의 배 분 비효율성

앞 절의 분석에서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q 및 현금흐름과 무관하게 독립기

업들에 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

히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이 독립기업들에 비해 q 및 현금흐름과 무관하

게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이들 재벌그룹의 투자가

비효율적이었거나 과잉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재벌그룹들이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비재벌기업들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Scharfstein (1998)과 Rajan, Servaes and Zingales(2000)의 분석에 기

초하여, 재벌그룹이 독립기업에 비하여 과연 비효율적인 투자결정을 하였는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였다. 즉, 재벌그룹의 투자가 q와 무관하게 더 많았던 이유가 재벌

그룹에 속한 기업들간에 투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만일 재벌그룹의 내부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경쟁력이 낮은 소속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반대로 경쟁력이 더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이는 방식

으로 투자자원을 배분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재벌그룹의 투자가 재벌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재벌그룹 전체의 규모를 크게 하고 다각화

의 범위를 넓혀 가기 위해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는 투자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

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재벌그룹이 호송선단식 으로 재벌그룹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이

5) 재벌그룹 특히 6~30대 재벌그룹의 투자율이 매우 높았던 사실은 6~30대 재벌이 1990년대에 많은

차입을 통해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한다(이종화·이영수(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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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속기업에 투자할 재원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으로 투자 재원을

배분한다면, 이것은 재벌그룹의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이

러한 투자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결국 재벌기업들의 수익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은행위기가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따라서 재벌그룹의 투자배분에서의 비효율성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비재벌 독립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준 보다 더 높은

q를 가진 재벌기업이 비재벌 독립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준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

였다면, 재벌기업의 투자 결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반대로 비재벌 독립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준 보다 더 높은 q를 가진 재벌기

업이 평균적인 수준 보다 더 적게 투자하였다면, 이러한 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을 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재벌기업의 q와 투자율이 평균적인 수준 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재벌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기업들의

q와 투자율의 중간 값(median)을 사용하였다.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이 같은 산업에

속하면 서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짐작하여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산업에 속한 모

든 독립기업들의 투자율과 q의 중간값(m edian)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분석대상 자료를 산업별로 구분한 후, 그 산업에 속한 개별 재벌기업의 투자율에서

그 산업에 속한 모든 독립기업 투자율의 중간 값(m edian)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 역시 종속변수와 같은 방식으로 q와 현금흐름을 사용하였다. 즉, 재벌

기업이 속한 산업의 모든 독립기업들의 q와 현금흐름의 중간값(m edian)을 구하여

각 재벌기업의 q 또는 현금 흐름에서 제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구하였다. 따라서 이

회귀 분석의 결과는 자신이 속한 산업의 경쟁 독립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q나 현금

흐름을 갖는 재벌기업들이 과연 그 반대로 경쟁 독립기업들 보다 더 낮은 q 또는

현금흐름을 갖는 재벌기업들 보다 더 많은 투자지출을 실제로 하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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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 ( ( I/ K ) C
j it - ( I / K ) M

j t ) = 1 + 2 ( q C
j it - qM

j t ) + 3 ( CF C
j it - CF M

j t ) + it

이때, ( I / K ) C
j i t : j산업에 속한 재벌그룹 계열사 i의 t년도의 투자율

( I / K ) M
j t : j산업에 속한 독립기업들의 t년도의 투자율의 중간 값(median).

q C
j i t : j산업에 속한 재벌그룹계열사 i의 t년도의 투자율.

qM
j t : j산업에 속한 독립기업들의 t년도 투자율의 중간 값(m edian).

CF C
j i t : j산업에 속한 재벌그룹 계열사 i의 t년도의 투자율

CF M
j t : j산업에 속한 독립기업들의 t년도의 중간 값(median).

<표 3> 그룹집단 내부 의 투자배분의 결정 1/

구 분
1~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상수 0.198***
(0.062)

0.219***
(0.062)

0.179***
(0.076)

0.206***
(0.077)

d m q 2 / 0.421***
(0.096)

0.401***
(0.096)

0.048
(0.069)

0.063
(0.069)

dcash 3 / - 0.214*
(0.120) - 0.257**

(0.125)

관찰치 172 172 377 377

R2 0.165 0.186 0.018 0.029

주 : 1/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이고, 추정계수가 1%, 5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각각 ***, **, * 으로 표시하였음. 또한, Year (연도더미)가 모형

에 포함되었음.

2/ dm q는 ( q C
j it - qM

j t ) 임.

3/ dcash는 ( CF C
j it - CF M

j t )임.

<표 3>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2-1]과 [모형 2-1]는 1~5대 재벌그

룹의 투자 배분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3]과 [모형2-4]는 6~30대 재

벌그룹의 투자 배분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5대 재벌그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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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 차이(dmq)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1~5대 재벌그룹의 경우 이 그룹에 속한 기업의 q가 경쟁 독립기업

의 q의 중간 값 보다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

은 1~5대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계열사간 투자배분이 독립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비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있다. 이 결과는 현금흐름의 차이(dcash)를

모형에 포함시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한편, 6~30대 재벌그룹의 경우, q의 차이(dm q)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6~30대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의 q가 경쟁독립기

업의 q의 중간 값 보다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6~30대 재벌그룹은 그룹 계열사간 투자 배분이 독립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립기업들의 경우는 q의 중간값(m edian) 보다 높은

독립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실(표2 의 결과)과 비교해 보면 그렇지 못한

6~30대 재벌그룹의 경우는 투자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1~5대 재벌그룹의 경우 독립기업에 비하여 계열사간의 투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6~30대 재벌그룹은 상대적으로 투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3절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30대 재벌그룹은 비재

벌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투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30대 재벌그

룹은 비재벌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에 의

해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6~30대 재벌그

룹의 투자행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6~30대 재벌그룹의 투자율이 비재벌기업에 비해 높고 그룹내부

의 투자 배분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이유를 그룹 지배대주주와 외부투자자 간의

대리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를 통해 검정하고자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의 지배대주주는 그렇지 않은 그룹의 지배

대주주에 비하여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더 많은 투자를 하

게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룹의 지배대주주 비율이 낮은 재벌그룹과 그

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즉,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룹오너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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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추정에

사용된 더미변수는 지배대주주의 소유지분율의 중간 값(m edian)을 기준으로 이 보

다 낮은 소유지분율을 보유한 재벌그룹의 계열사를 1 로 정의하고 높은 경우는 0

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소유지분율이 낮은 재벌계열사를 1 로 정의한 것은 상대

적으로 낮은 소유지분율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상대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3 : ( ( I/ K ) C
j it - ( I/ K ) M

j t ) = 1 + 2 ( q C
j it - qM

j t ) + 3 ( CF C
j it - CF M

j t )

+ 4 dd it + 5 dd it * ( q C
j it - qM

j t ) + it

이때, dd i t 는 재벌그룹의 소유지분율이 중간 값(m edian) 보다 낮으면 1 , 그

외의 경우는 0 의 값을 갖는다.

<표 4> 그 룹집단의 내부 소유 구조와 투자배분 의 결정

구 분
1~5대 재벌그룹 6~30대 재벌그룹 1~30대 재벌그룹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상수 0.225***
(0.080)

0.128
(0.084)

0.168***
(0.061)

d m q 0.326**
(0.155)

0.406***
(0.142)

0.353***
(0.101)

dcash 0.201
(0.125)

0.210*
(0.125)

0.225**
(0.095)

d d -0.008
(0.059)

0.092
(0.057)

0.061
(0.042)

d d *dm q 0.124
(0.191)

-0.453***
(0.163)

-0.356***
(0.121)

관찰치 172 377 549

R2 0.184 0.184 0.050

주 : <표 3>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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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3-1]은 1~5대 재벌그룹, [모형 3-2]는

6~30대 재벌그룹 그리고 [모형 3-3]은 1~30대 재벌그룹 전체를 분석한 결과이다.

1~5대 재벌그룹의 경우 q의 차이(dmq)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보이면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유지분율로 정의한 더미변수의 추정

계수(dd)와 더미변수와 q의 차이를 결합한 결합 항(dd*dm q)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5대 재벌그룹의 투자결

정은 이 그룹에 속한 기업의 q가 경쟁 독립기업의 q의 중간 값 보다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소유지분율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5대

재벌의 경우 단지 5개의 그룹밖에 샘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30대 재벌그룹의 경우 q의 차이(dmq)의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더미변수와 q의 차이의 결합 항(dd*dmq)의 추정계수는 부(-)

의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더미변수와 q의 차이의 결

합 항(dd*dmq)의 추정계수의 절대값이 q의 차이(dm q)의 추정계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미변수가 1 을 갖는, 즉 소유구조가 상대적으로 나쁜 6~30대 재

벌그룹의 계열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비재벌기업보다 q가 높은 경우보다도 q가 경

쟁 비재벌기업보다 낮은 경우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6~30대 재벌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투자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룹내의 계열사간 투자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낮았던 이유가 낮은 소유지분율에 따른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1~30대 재벌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q의 차이(dm q)의 추정

계수는 정(+)의 값, 더미변수와 q의 차이의 결합 항(dd*dm q)의 추정계수는 부(-)의

부호를 보이면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더미변수와 q의 차이의

결합 항(dd*dm q)의 추정계수와 q의 차이(dmq)의 추정계수는 서로 상쇄된다. 따라

서, 1~30대 재벌그룹 전체로 보면 소유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는 그룹내부의 투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였던 반면 소유지배구조가 낙후된 재벌그룹들의 투자는 q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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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 론

금융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지배하여 왔던 재벌의 공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재벌의 무분별한 다각화와 차입경영이 우리경제가 외부충

격에 취약해진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연 재벌

의 다각화 경영이 얼마나 금융위기 이전에 과잉투자를 초래하였으며 투자지출의 배

분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는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나 상장 기업의 미시적 자료를 기초로 그룹 집단의 투자

의사결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느냐를 살펴 본 하나의 경험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재벌소속 기업들이 비재벌기업들에 비해 지속적으

로 투자지출을 더 많이 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 투자지출의 일부

는 미래의 성장기회나 현금흐름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룹집단 내부에서 투자 자원의 배분이 소속 기업들의 경쟁 상대인 비재벌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이것이 1990년대에 재벌의 투자 수익성

을 낮아지게 한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재벌그룹 내부의 투자 배분의 비효율성은 재벌그룹 중

특히 6-30대 그룹에서 소유지배구조가 낙후된 그룹에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으로 대리인 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 배분의 효

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우선 분석대상인 기

업의 재무제표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문제이다. 기업 회계의 불투명

은 매우 잘 알려진 문제로 이러한 실증분석의 큰 한계이다. 또 본 연구는 상장기업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질자본스톡

과 q의 측정에 주어진 자료의 제약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앞으로 개선의 여

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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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 자본스톡 추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본스톡은 전기 말의 자본스톡을 연초의 초기 자본스톡으

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6). 개별기업의 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스

톡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은 해당기업의 시작연도 자본스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기업자료는 개별기업의 시작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분

석에 사용된 기업은 1988-90년 사이에 초기 값이 존재하고, 1990년 이후 1997년까지

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초기 자본스톡은 자본스톡의 구성항목

을 다시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 일반기계, 운송장비, 공구·기구·비품 및

기타유형자산 등 여섯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추정한 다음 각각의 추정치

를 더하여 초기 자본스톡을 구하였다.

자본스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K j t = K j t - 1 ( 1 - δ j ) ( 1 - ρ j t) + I j t, I t = I j t , K t= K j t

j =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 일반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공구 기구

및 비품7)

δ j 는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률로서 현진권, 표학길(1997)이 추정한

감가상각률을 사용하였다8). ρ j t 는 j항목의 물가상승률로서 1988년을 기준시점으로

계산하였다.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지가상승률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반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일반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의

평균지수상승률을 사용하였다. 또한,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은 한국은행의 생산

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상승률로 대체하였다. I t 는 t 기의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증

6) 이것은 1988년 말의 자본스톡이 1989년의 초기 자본스톡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7) 유형고정자산의 구성비율을 1989-1997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보면 토지 33%, 건물 및 부속설비

26%, 구축물4 %, 기계장치 30%, 차량운반구 1%, 공구기구 및 비품6% 이다.
8) 현진권, 표학길(1997)의 산업별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추정치중 제조업체를 보면 기계장치는 17.2%,

선박 13.9%, 차량운반구 29.2%,공구 기구 및 비품 2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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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합을 의미한다.

투자율은 개별기업의 투자액을 구한 다음 전기의 자본스톡으로 나누어 구하였

다. 이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투자율 중 특이치를 제외하기 위하여 투자율의

연도별 평균에 비하여 표준편차의 3배 이상 크거나 또는 작은 값을 갖거나, 자본스

톡이 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이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2. 토빈의 q 추정

토빈의 q는 김경수, 김우택, 박상수, 장대홍(1996)이 추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하였다9).

Q i t =
M V i t

R C i t

M V i t는 개별기업의 총시장가치를 의미하며, 개별기업의 총시장가치는 주식의

시장가치와 부채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주식의 시장가치는 발행주식수

와 보통주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부채의 시장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채는 우선 고정

부채와 만기가 1년 미만인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유동부채는 다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와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로 구분하였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유동부채

는 만기가 짧아 장부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이자를 지불하지 않

는 유동부채의 장부가격은 총유동부채에서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를 뺀 나

머지와 고정부채에서 사채와 장기차입금을 뺀 나머지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의 시장가격은 장부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지

불하는 장부상의 이자비용과 장부상의 부채가액을 할인하여 현가를 계산하여 추정

하였다. 먼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는 이자비용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지 않았

으므로 지급이자를 단기부채10), 장기국내부채11), 사채, 장기국외부채12)의 장부가격

9) Q 추정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김경수, 김우택, 박상수, 장대홍(1996)의 논문 참조.
10) 단기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무역금융, 은행차입금, 관계회사단기차

입금, 기타단기차입금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11) 장기국내부채는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12) 장기국외부채는 외화장기차입금, 차관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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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여 나누고 단기이자비용, 장기국내이자비용, 사채이자비용, 장기국외이자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이자비용과 부채를 서로 다른 만기구조를 감안하

여 현재가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장기국내부채의시장가치 (Md ld) = d lin t[
1 - 1

( 1 + d lr) 3

d lr
] + d ldebt

( 1 + d lr) 3

단기부채의시장가치 (Msd) = s in t + sdebt
1 + sr

사채의시장가치 (Mbond) = bin t[
1 - 1

( 1 + br) 3

br
] + bond

( 1 + br) 3

장기국외부채의시장가치 (Mf ld) = f lin t[
1 - 1

( 1 + f lr) 5

f lr
] + f ldebt

( 1 + f lr) 5

sint

sdebt

sr

dlint

dldebt

dlr

추정된 단기이자비용

장부상의 단기부채

중개어음금리(CD)

추정된 장기국내이자비용

장기국내부채의 장부가액

일반은행의 대출금리

bint

br

bond

flint

fldebt

flr

추정된 사채이자비용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

사채의 장부가액

추정된 장기국외부채 이자비용

장기국외부채의 이자비용

리보(LIBOR)금리+1.5%

기업자산의 대체원가는 기업이 현재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를 시장에서 구입하

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구입하여 대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재에 대한 중고시장이 없거나 발전되어 있지 않고, 개별자산에 대한 기술진보

를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기업의 회계자료와 그 밖의 시장자료에 근

거하여 간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R C i t는 개별기업의 t기 자산의 대체원가를 의미하며 개별기업 자산의 대체원

가는 당좌자산, 투자자산, 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앞서 구한 유형고정자산

의 대체가치 합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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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표

<부표 1> 30대 기업 집단의 자산 , 계 열사 및 소유구조 1/

기업집단 총자산
(10억원) 2 /

자기자본/
총자산(%) 계열사수 상장

계열사수
지배대주주

소유지분율4 /

1. 현 대 59,325 (7.25%) 17.9 57 20 9.9
2. 삼 성 82,438 (10.08 %) 17.9 80 16 15.6
3. L G 45,482 (5.56%) 21.1 49 11 17.4
4. 대 우 37,497 (4.58%) 24.1 30 10 18.7
5. S K 23,998 (2.93%) 20.4 46 6 18.8
6. 쌍 용 18,305 (2.24 %) 20.5 25 11 13.4
7. 한 진 17,594 (2.15%) 14.3 24 9 36.4
8. 기 아 14,508 (1.77%) 16.3 28 6 6.1
9. 한 화 14,388 (1.76%) 11.3 31 7 9.8

10. 롯 데 7,925 (0.97%) 33.8 30 4 3.4
11. 금 호 8,551 (1.05 %) 15.4 26 4 5.4
12. 한 라 6,657 (0.81%) 4.8 18 4 16.6
13. 동 아 8,873 (1.08 %) 13.2 19 4 4.8
14. 두 산 6,402 (0.78 %) 12.6 25 8 2.0
15. 대 림 6,810 (0.83 %) 21.2 21 5 3.6
16. 한 솔 6,431 (0.79 %) 18.8 23 7 8.5
17. 효 성 6,131 (0.75 %) 21.3 18 2 15.7
18. 동 국 6,764 (0.83 %) 21.0 17 7 20.8
19. 진 로 3,881 (0.47%) 2.7 24 4 7.6
20. 코오롱 4,638 (0.57%) 20.5 24 4 13.5
21. 고 합 3,810 (0.47%) 14.7 13 3 13.8
22. 동 부 4,638 (0.57%) 17.6 34 6 5.9
23. 동 양 3,810 (0.47%) 13.6 24 4 12.0
24. 해 태 3,398 (0.42 %) 13.2 15 3 11.2
25. 뉴코아 2,803 (0.34 %) 7.6 18 0 14.1
26. 아 남 2,792 (0.34 %) 17.1 21 2 12.8
27. 한 일 2,599 (0.32 %) 14.8 7 2 3.9
28. 거 평 4,963 (0.61%) 14.0 22 5 3.5
29. 미 원 2,235 (0.27%) 19.4 25 5 8.8
30. 신 호 2,237 (0.27%) 17.0 25 6 3.7

합 계 425,226 (52.0%) 18.2 3 / 819 185 11.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Lee, et al.(2000)로부터 인용.
주 : 1/ 기업집단의 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7년 4월 1일을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순으로 정한 값임.
2/ ( )안의 숫자는 한국의 기업부문 총자산에서 개별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임.
3/ 단순평균 값임.
4/ 1996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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