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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략이 

과수익률을 제공하는 가를 살펴본다. 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경우 주주가치를 제고

하는 방향으로 재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좋은 지배구조가 사후

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하나의 경로(channel)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

로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메카니즘 가운데 어떤 메카니즘이 기업가치를 제고

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의 주식

을 매도하는 투자 략이 과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배당공시에 따른 과수익률이 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지배구조 메카니즘 가운데에서는 보다 독립 인 이사회, 보다 투명한 공시시스템, 

주주 심의 배당정책 등이 주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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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경 에 있어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가를 분석한 기존의 연

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별된다. 첫째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경 투명성 

등으로 측정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수 과 Tobin Q로 리되는 기업가치 간에 유의한 

양의 계를 존재하는 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2002)). 하지만 이러한 분석방법론은 양자 간에 찰된 양의 계가 기업

지배구조가 좋아서 기업가치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지배구조

를 좋게 갖추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갖는다 

(Durnev and Kim(2005) 등).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는 련이 있으

나 기업가치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찾아내

어 내생성을 통제한 후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야 하나 이는 

쉽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Black, Jang, Kim and Park(2008)).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론은 과연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경우 상 으로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가를 분석하

는 것이다(Gomper, Ishii and Metrick(2003)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상

으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을 매수하고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들을 매도하는 차

익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비정상수익(abnormal return)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략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1) 하지만 주가가 평가되어 향후 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상하는 경 자가 

지배구조를 일종의 신호(signalling)수단으로서 는 약속(commitment)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이러한 분석방법론도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

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에 한 기존의 두 가지 분석 방법론은 다

소 상충되는 가정 하에 출발한다.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Tobin Q가 높다는 것을 분

석한 연구는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이미 재의 주가에 반 되고 있음을 가정한다. 

반면에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주가가 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가를 분석한 연구

1) Gomper, Ishii and Metrick(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모형에 따르면 특정 요인에 해 주가수

익률이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보상을 원하는 험요소(risk factor)로서 이해될 수 있고 이

에 따라 과수익률은 험에 한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것은 험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에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이 과수익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러한 요인모형의 에서 히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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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배구조와 련된 정보가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 되지 않고 있음을 가정한다. 

효율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수

에 한 정보가 투자자들이 쉽게 악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면 이는 동 기업의 

주가에 즉시 으로 반 될 것이다. 따라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가가 사후

으로 계속 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쉽게 악되기 어려운 정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략이 과연 과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다. 한 만약 과수익률

이 찰된다면 이는 기업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즉시 으로 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한 설명으로써 사후 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경우 기업

의 다양한 경 의사결정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배구조

가 좋지 않은 기업에 비해 추가 인 주식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기업을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포트폴리오간 수익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가를 분석하고,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사후 으로 합리 인 경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분석을 해서는 기업의 표  재무의사결정인 배당의사결정에 

을 맞추어 배당공시 후기간  찰되는 과수익률이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는 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필자들이 아는 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주가수익률간의 계를 분석한 

국내 최 의 연구이다. 한 사후 으로 과수익률이 찰되는 상을 좋은 지배구조

를 통해 기업의 경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배구

조가 구체 으로 어떻게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가의 경로(channel)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특히 기업의 배당공시효과가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방법론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계를 분석

한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에서 요한 학문  의의

를 갖는다.   

본 연구는 정책  실무  측면에서도 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

배구조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높은 주가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 어떤 

지배구조 항목이 주가에 보다 많은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데, 이는 투자자나 기

업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

우 요한 이슈이다. 기업과 정책당국은 한정된 자원을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가 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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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배구조항목에 집 으로 투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ama and Ma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모형, 그리고 Carhart(1997)의 4요인모형을 통한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주식시장에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경우에 사후 으로 과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다양한 지배구조 메카니즘 가운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 투명성, 그리고 경 과실배분정책이 좋을수록 과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배당공시에 따른 과수익률과 기업지배구조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 

유의한 양의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합리 인 경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배당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 투명성, 경

과실배분정책이 좋을수록 배당공시 과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분석에

서와 일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들을 정리하고 이의 한계 에 해 논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실증연구방안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시사 을 정리한다. 

2.  선행연구와 실증분석 가설의 도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사회의 독립성 등으

로 표되는 기업지배구조 수와 기업가치를 리하는 Tobin Q 는 경 성과간의 

계에 을 맞추어 왔다(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2000, 

2002), Mitton(2002) 등).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내생성 문

제로 인해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해 기업지배구조와는 계가 있으나 기

업가치와는 계가 없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찾아내어 2단계 연립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Black, Jang, Kim and Park(2008)).2)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연구에서 사용하는 도구변수와 연립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에 해서는 논란이 



4

계속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를 분석한 다른 방법론으로는 기업지배구조가 

사후 으로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련연구로서 Core, 

Holthausen and Larcker(1999)는 이사회 구조(Board Structure)와 소유 구조

(Ownership Structure)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나 별다른 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Drobetz, Schillhofer and Zimmermann(2003), 

Gomper, Ishii and Metrick(2003), Ashbaugh, Collins and LaFond(2004), Cremers 

and Nair(2005), Bebchuk, Cohen and Ferrell(2009) 등은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을 매

수하고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을 매도하는 투자 략은 과수익률을 발생시킴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Bebchuck 등(2009)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주가에 미

치는 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Core, Guay and Rusticus 

(2006), Johnson, Moorman and Sorescu (2008) 등은 기존 연구와 유사한 지배구조

항목을 사용하더라도 산업효과 등을 통제하면 과수익률이 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기

도 하다.  

지배구조와 주가간의 계를 살펴 본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지배구조와 토빈큐 등

으로 표되는 기업가치 간의 계를 살펴 본 연구와 그 제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지배구조와 토빈큐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주가에 즉시 으로 반 되어 토빈큐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하는 반면, 

지배구조와 주가간의 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충분히 재의 

주가에 반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으로 과수익률이 찰될 것이라는 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 한 사항은 부분 기업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

라는 에서 자의 경우 주식시장이 모든 공개된 정보를 즉시 으로 반 한다는 효율

 시장 가설을 제로 한 분석방법인 반면 후자의 경우 주식시장이 효율 이지 않거

나 기업지배구조에 한 정보는 주가에 천천히 반 된다는 것을 제로 한다.

이와 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한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반 되는 가를 직

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Chavez and Sliva(2006)는 라질 기업을 상으로 지

배구조의 개선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공시일 주변의 주가는 

정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 반면에 Nowak, Rott and 

Mahr(2006)은 독일 기업을 상으로 정부가 권고한 지배구조규범(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을 채택한 기업의 공시일 후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

2) Black et al.(2008)의 경우 2조원 이상 자산규모더미를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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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다른 주가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에 한 연구로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를 살펴 본 

논문은 다수가 있다(Joh(2003), Baek, Kang and Park(2004), Black, Jang and 

Kim(2006)). 하지만 이들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토빈큐 간의 계를 살펴 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기업지배구조와 주가수익률간의 계를 살펴 본 국내 논문은 필자

들이 아는 한 거의 무하다. 다만 Lee and Park(2009)은 기업지배구조펀드가 특정 

기업에 한 경 개입을 공시한 경우 목표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에 있어 주가수

익률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과수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함

으로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건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에서 Gomper et al.(2003)에서와 같이 지배구조와 주가수익률간의 장기

 계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사후 으로 주가수익률에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최 의 국내연구이다. 한 본 연구는 과수익률에 주된 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의 하부항목들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의 한정된 자원하에서 

어떤 지배구조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기업가치 제고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 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어떤 경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가에 해서

도 답을 제공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주요한 재무  의사결정인 배

당공시를 후하여 주가의 반응을 살펴보고 과연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배

당공시가 보다 정 으로 투자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배구조개선이 주가에 정  향을 미치는가를 직 으로 분석한 사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즉,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뉴스가 즉시 으로 주가에 반 될 

경우 장기 으로 지배구조가 주가에 정  향을 미치는 기존연구의 결과는 잘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좋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즉시

으로 주가에 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배당 등과 같은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이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경

우 기업의 상황에 맞게 보다 합리 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배당공시에 

한 시장의 반응도 보다 정 일 것일 경우 좋은 지배구조는 사후 으로 과수

익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가설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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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국내기업에 있어서도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기 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다.

가설 1은 주식시장이 지배구조라는 공개 인 정보가 주가에 완 히 반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즉, 사외이사비율 등과 같은 지배구조 련 정보

가 쉽게 확인은 되지만 이러한 지배구조가 기업경 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방향으

로 작동하는 가가 확인되면서 주가는 추가 으로 과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이다. 

한편 이러한 가설과 실증분석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계에 있어 존

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주가가 

평가된 기업의 경 자가 향후 주가상승을 신호하기 한 수단으로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지배구조가 진정으로 기업경 을 합리화

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가를 분석하기 한 추가  방법론으로 다음의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2.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배당의사결정이 보다 합리 으로 이루어짐으로

서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보다 배당공시에 따른 주식시장의 주가반응에 있어 

보다 정 인 반응을 보여  것이다.

가설 2는 가설 1을 보완하는 연구이다. 우선 본 가설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즉시 으로 주가에 반 되지 않고 장기 으로 반 되는 결과가 주식시장이 효율

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즉,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쉽게 확증하기 어렵고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확인이 되는 정보로

서 이에 따라 이의 정 인 효과가 주가에도 천천히 반 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장기 으로 기업의 경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 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사항  요한 

공시사항인 배당의사결정에 분석의 을 맞추고자 한다. 배당은 기업의 자 조달

과 투자의 결과물로서 잔여 (residual) 의사결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에서 기업

가치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없다(Modigliani and Miller(1961)). 하지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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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칭하에서 경 자가 내부유보된 을 사  이익(priavate benefit of control)

을 추구하기 해 사용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리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  의사결정이다 (Jensen and 

Meckling(1976) 등). 한 정보비 칭하에서 주가가 평가 되었을 경우 기업가치

를 신호하기 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Miller and Rock(1985) 등). 따라서 배당수

의 합리 인 결정은 기업가치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의 배당공시효과에 

한 논문들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배당의사결정이 얼마나 합리 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에 따라 배당공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하에 지배구조가 사건일

을 후의 과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기존에 지배구조와 배당행태

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2000) 

등)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배당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

가 배당수 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는 직 인 증거이다. 다만 지배구조와 

배당수 간의 양의 계에 한 기존연구가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것과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 반면에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배당의사결정을 합리화하여 

기업가치에도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으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한다. 

 

3.  표본  실증분석방법

3.1 표본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연구 상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분석자료는 

한국 증권거래소에 계속 상장된 기업의 자료이다. 연구의 표본기업은 자료선정시 결산

일이 상이할 경우 기업간 회계자료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므로 12월 결산법인만으로 

국한하고, 융, 보험업을 제외한 기업  지배구조자료를 포함한 실증분석을 한 재

무  회계, 주식수익률 데이터가 이용가능하며,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유가증권상장기

업 453개를 상으로 하 다. 이 가운데 분석기간  배당을 실시한 386개 기업을 상

으로 지배구조와 배당의사결정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표본기업의 재무  회계자료는 한국상장회사 의회(Korea Listed Company 

Association: KLCA)의 기업정보웨어하우스 TS2000을 통해 추출하 으며, 주가  

주식수익률 자료와 무 험수익률(국고채 3년)은 각각 한국증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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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I Stock Database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추출하 다. 

본 연구의 지배구조 자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의 평가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평가지수는 정부기 에 의해 객 으로 추정되었다는 에서 기존 연구에서 연구자

가 자의 으로 선택한 지배구조항목들에 기 한 결과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

된다.3)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는 2005년을 기 으로 총 130문항(총 

300  만 )으로 이루어지며, 이  약 60%는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나머

지 40%는 기업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배구조 평가는 총 5개 범주

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구성  운 , 공시, 감사제도, 경 의 과실

배분이다. 

<표 1>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 항목별 구성  문항, 배 을 나

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지배구조 리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통한 지배구조지수( 체 배 )와 하부 지배구조지수(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구조 

 운 , 공시, 감사제도기구, 경 의 과실배분의 배 )를 100  만 으로 환산하여 산

출하 다.

3.2 실증연구방안

3.2.1 횡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 effects)

본 연구는 Fama and Me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가 주식수익률에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년(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25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총 66차례 횡

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각 계수의 평균을 구한 후 이들 각각에 한 t값을 

도출하여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한다. 포트폴리오는 각 개별기업을 기업규모(size)

별로 5개, 가치요인(BE/ME)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년 총 25개 포트폴리오

로 구성한다.(Fama and French, 1992) 매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도 있으나 

본 연구는 매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실시하 다. 이 경우 사

3) 한국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사용한 기존 연구로 박 우, 박래수, 황이석

(2005), Black, Jang and Kim(2006), Black, Jang, Kim and Park (2008), Lee and 

Park(2009)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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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편의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나(Banz and Breen(1986)), Ball(1978)은 증권시장이 

정보에 매우 효율 으로 반응하므로 투자결정은 결산시 에 가능하며, 사 찰편의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 향이 미미함을 주장하 다. Fama and 

French(1992) 역시 사 찰편의의 향력은 매우 미미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개별기업의 주식에 동일비율로 투자한다는 제하

에 각 포트폴리오의 월별수익률의 평균을 구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t년 6월 자기자본 시장가치(보통주식수*주가)의 자연 수 값(규모요인), t-1년 12월 장

부가치  시장가치비율((자본-우선주자본 )/(보통주식수*주가))의 자연 수 값(가치

요인), t-1년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지수를 

사용한다. 한 횡단면 회귀분석을 해서는 시장요인을 반 하는 β를 추정하여야 하

는데, 본 연구는 이동 β법  선도법에 따라4) 각 포트폴리오 구성시   24개월 간의 

포트폴리오의 평균 주식수익률(Ri)을 종속변수로, 시장수익률(가 평균수익률: Rm)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하여 β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횡단면 회귀분석 모형은 식 (1)과 같다.

R pt= γ
p+ δ

1p ln (SIZE pt)+δ
2p ln (BEME pt)+δ

3p
β
pt+ δ

4pGCI pt+ ε
pt

(1)

Rpt: 기업규모(Size)와 가치요인(BE/ME)에 따라 구성한 t월의 포트폴리오 p의 평균 

수익률(p=1, 2, 3, ..., 25)

β: 시장요인

ln(SIZE): 규모요인(=자기자본 시장가치의 자연 수 값)

ln(BE/ME): 가치요인(=장부가치  시장가치 비율의 자연 수 값)

GCI: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지수

( 체 항목 합계인 Governance 이외에 하부항목인 주주권리보호 

(Shareholder), 이사회 구성  운 (Board), 공시(Disclo), 감사제도(Audit), 

경 의 과실배분(Dividend)별로 분석)

4) 추정기간동안 β가 일정하다고 보는 고정 β법과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는 이동 β법이 존

재한다. 이동 β법  선도법은 t월의 β를 추정하기 해 일정기간의 Ri와 Rm을 최소자승법

(OLS)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다.(김석진, 김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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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계열 회귀분석(time-series effects)

본 연구는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에 따른 포트폴리오 투자가 비정상수익

(abnormal return)을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해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과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사용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Gomper, 

Ishii and Metrick(2003)의 방법과 같이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에 따라 10개의 포

트폴리오를 매년 재구성(t년 7월부터 t+1년 6월)하며, 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기

업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투자한다는 제하에 각 포트폴리오의 월별 평균주식수익

률에서 무 험수익률(국고채 3년)을 차감한 평균주식 과수익률 값을 구하여 분석한

다.

기업규모(규모요인)는 t년도 6월 기  총발행보통주식에 주가를 곱하여 사용하고  

BE/ME(가치요인)을 계산하기 해 BE는 t-1년도 12월기  기업의 자본 에서 우선

주 자본 을 차감한 값이며, ME는 t-1년도 12월기  총발행보통주식에 주가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계산된 기업규모와 BE/ME를 바탕으로 총 6개의 포트폴리오(SL, SM, 

SH, BL, BM, BH)를 구성하는데, 기업규모를 기 으로 2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BE/ME에 따라 각각 3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 기업규모(size)의 차이

에 따른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반 하는 변수인 SMB는 6개의 포트폴리

오  소규모 포트폴리오(SL, SM SH)의 월별주식수익률 평균에서 규모 포트폴리오

(BL, BM, BH)의 월별주식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BE/ME의 차이에 따

른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반 하는 HML은 6개의 포트폴리오  높은 

BE/ME 포트폴리오(BH, SH)의 월별주식수익률 평균에서 낮은 BE/ME 포트폴리오

(BL, SL)의 월별주식수익률 평균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체계  험을 나타내는 

시장요인은 매월 시장수익률(종합주가지수 가 평균수익률: KOSPI)에 무 험수익률

(국고채 3년)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은 기존 3-factor model에 Momentum(계속투자

략)을 추가한 모형인데, 본 연구는 앞서 계산한 규모요인(SMB), 가치요인(HML), 시

장요인(β)에 Momentum을 추가하여 4-factor model을 사용한 모델을 추가로 분석한

다. SMB, HML, β는 3-factor model에서 계산한 값을 그 로 사용하며. 

Momentum은 해당주식의 이  11개월 평균 주식수익률을 계산하여 이를 상  30%, 

 40%, 하  30%로 나 어 상  30% 그룹의 월별 평균주식수익률에 하  30% 

그룹의 월별 평균주식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즉, Momentum은 승자주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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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매수하고 패자주를 매도하는 투자 략을 의미한다.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과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통해 추정되는 각각의 α값은 해당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정상수

익(abnormal return)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지배구조(혹은 하  지배구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으므로 α값은 지배구조(혹은 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투

자 략의 비정상수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3-factor model의 실증모형은 식 (2), 4-factor model의 실증모형은 식 (3)과 같다.

             

R pt- R ft= η
p+ ρ

p [R mt- R ft]+ s pSMB pt+ h pHML pt+ ε
pt
          (2)

R pt- R ft= η
p+ ρ

p [R mt- R ft]+ s pSMB pt+ h pHML pt

+ m pMomentum pt+ ε
pt

       (3)         

 

Rpt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하  지배구조 평가를 100  만 으로 환산하

여 t월의 지배구조( 체 항목 합계는 Governance, 주주권리보호 항목의 수는 

Shareholder, 이사회 구성  운  항목의 수는 Board, 공시 항목의 수는 

Disclo, 감사제도 항목의 수는 Audit, 경 의 과실배분 항목의 수는 

Dividend)에 따른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p: 1, 2, ... ,10)

αp  :포트폴리오 p의 비정상수익률(abnormal return)

Rft  :국고채 3년물 수익률(무 험수익률)

Rmt :한국종합주가지수수익률(시장수익률: KOSPI)

SMB  :해당 포트폴리오의 규모요인

HML :해당 포트폴리오의 가치요인

Momentum  :승자주를 매수하고 패자주를 매도하는 계속투자 략

3.2.3 지배구조가 배당공시의 투자자 반응에 미치는 향

한편,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이 합리 인 경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 시키는 가를 검증하기 해 지배구조가 배당공시에 따른 과수익률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다. 이를 해 배당공시일인 주주총회일을 기 으로 5일 부터 5일후까지의 

과수익률을 한 값인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여 지배구조의 향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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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공시에 따른 주식수익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본 연구는 AR(비정상수익

률)의 추정 방법으로 Brown and Warner(1985)의 시장모형(market model)을 사용한

다. 시장모형은 식 (4)과 같으며, 이를 통해 α와 β값을 추정한다. Rit 은 배당을 공시

한 기업 i의 t일의 주가수익률, Rmt  시장수익률(종합주가지수)의 t일의 수익률이다. 모

수추정기간은 공시일  250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을 사용하 다.

                         
                             (4)

 식 (4)로부터 추정된 α와 β값을 통하여 기업 i의 t일 AR(abnormal return)은 식

(5)를 통해 추정한다.

                          
                         (5)

기업 i의 공시일  5일부터 공시일 후 5일동안의 CAR(-5, 5)는 AR을 한 값으

로 사용한다.

주요 설명변수로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실시한 기업 지배구조 평가의 항목별 

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배구조 항목이 비정상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실제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

무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확인한다. 

통제변수로 우선 배당수 이나 이의 변화정도가 과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총자산 비 배당액  과거 3년 평균 배당액 비 배당의 증감을 나타내

는 변수를 포함하 다. 이러한 배당에 한 변수들은 과거 기업의 배당행태가 재 투

자자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업의 재무  통제변수로는 우선 총자산 비 업이익을 사용하 는데, 이는 높은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은 재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해 투자를 늘리는 반면 배당을 

일 수 있어 과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미래에 좋은 투자기

회가 존재할 경우 배당을 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과수익률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성장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업별 Tobin Q와 매출액 성장율을 

통제변수에 포함하 다. Tobin Q는 자산의 시장가치[(자산의 장부가치+보통주의 시장

가치-(보통주의 장부가치+이연법인세)]를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  값을 통해 산출하

으며, 매출액 성장률은 과거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의 평균 값을 사용하 다. 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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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자 조달을 통해 투자자 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을 통한 자 조달액, 

업활동에서의 흐름, 투자활동에서의 유출, 잉여 흐름 비 총자산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 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자본구조가 버리지효과 등을 통해 투자자 반

응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하기 해 포함되었으며 기업규모 역시 기업의 자본조달능

력 등을 나타내는 리변수로서 배당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통제변

수로 포함하 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통제변수를 바탕으로 설정한 실증모형은 아래 식 (6)과 같다.

           
            ∆ 
        

            (6)

CAR: 배당공시일 (-5, 5) 기간 동안의 비정상수익률

CGI: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지수( 체 

항목 합계는 Governance, 주주권리보호 항목의 수는 Shareholder, 이사회 구성  운

 항목의 수는 Board, 공시 항목의 수는 Disclo, 감사제도 항목의 수는 Audit, 

경 의 과실배분 항목의 수는 Dividend)

TOBIN Q: 토빈 Q 자산의 시장가치[(자산의 장부가치+보통주의 시장가치-(보통주의 

장부가치+이연법인세)]를 자산의 장부가치로 나  값

CF: 업활동에서의 흐름/총자산

USANG: 주식발행을 통한 자 조달액[{(t+1기 자본 +주식발행 과 )-(t기 자본 +주

식발행 과 )}/총자산]

DIV: 배당/총자산

INV: 투자활동에서의 유출/총자산

FCF:   등가물(잉여 흐름)/총자산

SIZE: log(총자산)

△DIV: 과거 3년 평균 비 배당 증감분/총자산

PROF: 업이익/총자산

GROWTH: 과거 5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

LEV: 총부채/총자기자본

계량실증분석에서는 표본인 패  데이터의 특성상 잔차(residual)간 상 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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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열상 과 이분산으로 인한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lustered 

Standard Error 추정법을 사용한다. 패 분석방법에는 개별효과(firm effect)를 일종의 

상수항으로 처리하는 고정효과모형과 잔차항의 일부로 처리하는 확률효과모형이 있지

만 Peterson(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패  데이터의 잔

차간 상 성을 이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lustered Standard 

Error 추정법은 잔차간 상 성을 크게 여 계열상 과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

과가 있어 추정결과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5)

4.  기 통계량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기 통계량

<표 2>는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배구조와 하부지배구

조의 기술 통계량을 정리한 표이다. 2003년에 지배구조 Index가 일시 으로 하락하는 

상이 보이는데, 이는 지배구조 조사기 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의 산하기 인 한

국지배구조센터로 변경되면서 지배구조의 세부구성  항목, 수 등이 변화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사주체의 변화에 따라 연구결과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Fama and French(1993) 3-factor model이나 Carhart(1997) 4-factor model에서는 

지배구조 Index나 하부 지배구조 Index는 기업의 Grouping 하는데 쓰일 뿐 변수로 

활용되지 않으며, Fama and Ma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은 매월 추정을 실시

하므로 본 연구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 두 기 의 지배구조 평가

는 기업별 상  평가라는 에서 분석변수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주체로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의 지

배구조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배구조 체문항을 모두 포함한 지배구조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극 인 규제시행과 더불어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향

5) 이와 더불어 잔차간 상 성으로 인한 편의를 크게 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Newey and 

West Standard Error 추정법도 동시에 실시한 결과 추정계수의 통계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업 특성이 상수항, 잔차항에 반 되는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결과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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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

울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은 본 연구의 횡단면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포트폴리오별 기술 통계량

이다. Size(규모요인)와 BE/ME(가치요인)에 따라 25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으므로 

지배구조와 하부 지배구조를 심으로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의 지배구조 

수가 높은 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경우 기업자산을 기 으로 지배

구조와 련한 법과 규제들이 다르게 용되는 우리나라의 실을 반 한 결과이다. 

반면 지배구조와 β, BE/ME는 큰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부 지배구

조는 포트폴리오별에 따라 두드러진 특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 했던 기업자

산에 따른 지배구조 수의 차이는 하부 지배구조에는 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의 Panel A은 본 연구의 시계열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6) 규모요인(size)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Group 10의 기업규모(size)의 평균값은 18,695억원으로 지배구조 수 이 가장 낮은 

Group 1의 3,328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면 회귀분석의 기술통

계량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 기업자산을 기 으로 지배구조와 련한 다양한 법과 

규제들이 다르게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BE/ME(장부가지  시장가치 비율)는 Group 6의 평균값이 가장 크며, Group 10의 

평균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BE/ME는 작은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체 으

로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은 높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해당 주식의 이  11개월 평균 주식수익률을 계산하여 상  30% 그룹의 평균값에 

하  30% 그룹의 평균값을 차감하여 산출한 Momentum은 승자주를 매수하고 패자

주를 매도하는 략을 의미한다. 지배구조가 좋은 Group(6-10)에 비해 지배구조 수

가 나쁜 Group(1-5)의 Momentum이 다소 높아 Momentum 략의 실효성이 지배구

조가 나쁜 기업들에게 더 좋게 나타날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배구조

가 나쁜 기업의 BE/ME가 상 으로 높은 것과 일 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주식 과수익률의 경우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Group 10의 평균

값이 지배구조가 가장 나쁜 Group 1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6) 시장수익률에서 무 험 수익률을 차감한 값(Rm-Rf)은 지배구조별 포트폴리오별로 동일한 수치

로 구성된다. 다만 평균과 표 편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매년 재구성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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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10개의 그룹 체에 있어서도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주

식 과수익률이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는 지배구조와 배당공시에 한 주가반응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

량이다. panel A는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 수에 따라 상 , 하  그룹간 CAR

( 비정상수익률)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의 

배당공시 CAR는 나쁜 기업들에 비해 약 0.018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이는 기업의 배당공시 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투자자의 

반응이 보다 정 임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지배구조를 구성하

는 다양한 메카니즘  이사회 구성  운 , 공시, 경 과실배분에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주주권리보호 수 의 차이는 CAR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제도가 잘 정립된 기업의 경우 CAR값은 나쁜 기업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5>의 panel B는 지배구조가 공시효과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기 한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될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4.2 실증분석결과

본 에서는 Fama and Ma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지배구조와 하부 

지배구조가 주식수익률의 계를 추정함으로써 주식시장 내에서 지배구조가 험요인

(Risk Factor)로써 고려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체 기간(2002년 7월～2007년 12월), 동일한 기 에 의해 지배구조 평가가 실시된 기

간(2004년 1월～2007년 12월), 1월효과를 제외한 기간(Ex-January)으로 나뉘어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7) 

한 미국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Gomper, Ishii and Metrick(2003)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따라 지배구조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뉜 뒤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그룹

7) 1월효과는 일반 으로 일정한 시기에 주가가 강세 는 약세를 보이는 상  하나인데, 그 원

인으로 정부정책이 부분 1월에 발표되며, 경제  주식시장이 낙 인 망 는 투자자의 

심리가 고조 등을 들 수 있다. 김기호(1991)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1월효과가 존재함을 

주장하 으며, 김동철, 신성호(2006)은 1월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로 이익정보의 불확실

성이 높은 주식보상을 설명되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 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러한 효과를 제

외하기 하여 각년도 1월을 제외한 추정계수들의 평균값으로 유의성을 검정한다.(e.g 

Keim(1983), Tinic and West(1986), Eleswarapu and Reinganum(1993) 등)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KCGS의 지배구조 평가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배구조 평가기 이 보

다 신뢰성있고 객 화된 시기는 2003년 평가부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

하여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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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포트폴리오(hedge 

portfolio)를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과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통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하부 지배구조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로 나 어 각각의 하부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포트폴리오도 추정함으로써 어떤 하부 지

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략의 실효성이 상 으로 큰가를 분석한다. 시계열 회귀분석

의 α값, 즉 상수항은 비정상수익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주식투자 략이 정(+)의 유의한 비정상수익을 보이는가

에 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으로 찰되는 과수익률을 설명하기 한 방법론으로서 배당

공시에 따른 기업별 CAR와 지배구조의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해  

배당공시에 따른 기업별 CAR와 지배구조간의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이 합리 인 경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 화하는 방향으

로 배당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검증한다.

4.2.1 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간의 계

<표 6-1>의 Panel A는 지배구조( 체 항목 합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1)의 지배구조 추정계수

는 0.0025로 주식수익률에 정(+)의 향을 미치며, 5% 통계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평가의 일 성을 고려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8)의 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의 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모형(2)의 추정결과와 1월 효과를 제외한 모형(3)의 추정결과 역시  기

간을 분석 상으로 한 모형(1)과 결과와 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횡단면 주식수익률 결정에 지배구조가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결정시 험요인(risk factor)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Ashbaugh, Collins and LaFond(2004)). 하지만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투자자들

에게 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추가  수익률로 보상된다는 해석은 직 으로 하지 

않다는 에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그밖에 BE/ME 등 여타 통제변수들은 기존의 

8) 지배구조  하부 지배구조는 t-1년, 주식수익률은 t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 으므로 실질

으로 2004년 1월 이후의 주식수익률에 한 분석이다.



18

연구결과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의 Panel B는 지배구조( 체 항목 합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여 지배구조를 통한 주식투자 략이 정(+)의 비정상수

익률을 보이는가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업별 지배구조 평가 체 문

항의 합계인 지배구조에 따라 구성한 10개 포트폴리오의 평균 과수익률과 3-factor 

model, 4-factor model α값인 비정상수익률(Abnormal Return)이 제시되어 있다. 추

정결과, 3-factor model의 α값과 4-factor model α 값이 모두 정(+)의 추정계수를 가

지며 통계 으로 유의하여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쁜 기업의 주식

을 매도하는 략이 유의한 비정상수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factor model에 Momentum 변수를 추가한 4-factor model α값의 추정계

수 값은 0.0395로 1% 수 에서 유의하여 여 히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비정상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서의 3-factor model α의

값보다도 높은 값이다. 이는 주가하락 시 좋은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 되지 않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체 으로 과수익률, 3-factor model α값, 4-fac-

tor model α  값에 있어 지배구조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는 portfolio 1이 지배구

조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portfolio 10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포트폴리오별 주식 과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의 증가방향이 일정하지 않지만 port-

folio 10의 주식 과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배구조 수 이 가장 

높은 기업군에 투자를 함으로써 높은 비정상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기업간 지배구조 수  차이에 따라 과수익률을 얻

을 수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표 6-2>부터 <표 6-6>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하부구조별로 이들이 주

식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주주권리보호가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략은 과수익률을 가져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2>). 이는 미국기업을 상으로 기업간 주주권리

보호 수 에 따라 주식수익률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한 Gomper, Ishii and 

Metrick(2003), Bebchuk, Cohen and Ferrell(2009)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한국

의 경우 주주권보호가 제도  장치로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이 과도히 상되어 한

국기업에 있어 주주권보호장치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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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표 6-3>의 이사회와 <표 6-4>의 공시, 그리고 <표 6-6>의 배당정책 등 

하부지배구조에 한 분석은 횡단면분석과 시계열분석 모두에 있어 지배구조가 주가수

익률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지배

구조와 토빈큐로 리되는 기업가치간의 계 분석에 있어 이사회, 공시, 배당정책 등

이 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과 일 성을 갖는다 (Vefeas and 

Theodorou(1998), 박 우, 박래수, 황이석(2005), Black, Kim, Jang and Park(2008) 

등). 한편, 감사제도로 리된 하부지배구조의 경우(<표 6-5>) 횡단면분석에서는 지배

구조가 주가수익률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계열분석에

서는 유의한 양의 과수익률 나타내고 있어 다소 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있고 경 투명성이 높으며 주주에 한 배당정책이 좋은 기업

에 투자한 경우 상 으로 높은 주식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2.2 지배구조와 배당공시효과

<표 7>은 배당공시시 과수익률과 지배구조간의 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지배구조 총 의 향력을 보여주는데 추정계수는 0.0011로 

1% 통계  수 하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은 

합리 인 배당의사결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 화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해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9)

통제변수로 미래 성장성을 의미하는 통제변수 토빈 Q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래 투자기회가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배당보

다는 이익유보가 보다 합리  선택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유상증자/총자산 

등의 자 조달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일반 으로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익

유보 는 외부자 조달을 통해 투자자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배당증가가 보다 

합리  의사결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모형 (2)～(6)은 하부 지배구조와 투자자 반응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에서  

<표 5>의 하부 지배구조에 따른 CAR 값의 차이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이사회 구성 

 운 , 공시, 경 과실배분 항목이 배당공시의 CAR 값에 유의한 정  향력이 

9) 이러한 결과는 배당일 기  (-10, 2), (-10, 10)으로 CAR값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

형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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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구조 항목  이사회 구성  운 , 공시, 경

과실배분 항목이 높은 기업일수록 합리 인 배당의사결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 과실배분 항목의 추정계수는 0.0050으로 경 과실배

분정책이 히 수립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배당에 따른 과수익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 에서 하부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간의 계에 한 

횡단면 분석  시계열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 된 결과이다. 반면에 주주권리보호, 

감사제도 항목의 경우는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 

하부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분석  시계열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  

일 된 결과이다.

결론 으로 지배구조가 배당정책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

가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있어서 특히 다양한 지배구조 메카니즘  

이사회 구성  운 , 공시, 경 과실배분 등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계에 한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횡단면 회귀분석과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지배

구조가 사 으로 뿐만 아니라 사후 으로도 주가에 정  향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본 연구는 이러한 정 인 효과가 배당과 같은 재무의

사결정에 있어 지배구조가 보다 합리 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는 한 지배구조의 다양한 하부메카니즘  이사회에 

의한 경 감시기능과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한 경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합리 인 

배당정책을 가진 기업일수록 지배구조가 주가에 미치는 정  향이 커지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련 연구들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와 기업가치간 내생성 문제

를 극복하고 지배구조에 한 정보가 즉시 으로 주가에 반 되지 않는 비효율  시장

의 문제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에서 학문  의의를 가진다. 한 제한된 자원하

에서 기업이 어떤 지배구조부문에 이를 집 함으로서 보다 합리 인 경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는 에서 실무 

 정책  의의도 내포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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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연구방향으로는 재 기업의 배당정책으로 한정되고 있는 분석 상을 규

모투자, 자 조달, 인수합병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상황에서 과연 좋은 기업

지배구조가 보다 합리 인 경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가를 확인하는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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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지배구조 평가 문항  배

동 표는 2005년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 항목들과 각각의 항목의 구성  문항수, 배

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기 인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지배구조 평가는 2003년이후 주권상장법

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수는 설문조사, 공시자료, 기사검색 등을 

통하여 계산된다.

항목 평가문항 문항수 수

주주권리보호

 -  기업지배구조헌장  임직원 

    윤리규정의 도입 

 -  집 투표제  서면투표제 도입 

 -  이사 시차임기제 도입여부 등

34 90

이사회 구성  운

 -  사외이사 선임비율  이사회 참석률 

 -  이사회 안건에 한 사외이사의 반  

    는 수정의견 제시  채택여부 

 -  사외이사 추천형태 등

35 90

공시

 -  IR 실  

 -  자진·조회·정정공시 등 공시실  

 -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공시  

    찬반여부 공시 등

38 60

감사제도

 -  감사 원회의 설치, 구성, 운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구축여부 

 -  외부감사인의 추천형태, 컨설  여부 등

18 45

경 과실배분
 -  시가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 

 -  3년간 평균배당성향, 간배당 
3 15

체 13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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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지배구조 지수와 하부지배구조 지수

동 표는 한국증권거래소(KRX, 2001년-2002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KCGS: 2003년-2006년)의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값의 기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Governance 지수

는 체 하부지배구조 평가 결과의 합계를 의미하며, 하부지배구조는 각각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 의 과실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지배구조 
지수

하부 지배구조 지수

주주
권리보호

이사회 
구성  
운

공시 감사제도
경 과실
배분

2001

평균 46.74 8.17 21.03 12.15 2.81 2.58

표 편차 7.83 1.93 4.46 2.90 2.11 1.51

최소값 26.11 4.44 11.11 6.67 0.00 0.56

최 값 73.89 15.56 32.22 23.33 7.78 5.56

2002

평균 42.22 19.64 6.94 8.51 2.85 4.28

표 편차 7.50 3.58 2.82 2.69 1.96 2.82

최소값 25.56 9.44 0.00 3.33 0.00 0.00

최 값 67.78 28.89 15.00 16.67 8.33 13.89

2003

평균 34.54 18.94 4.28 6.48 2.92 1.92

표 편차 6.07 2.99 1.99 1.84 2.13 1.48

최소값 21.32 10.66 0.00 1.02 0.00 0.00

최 값 69.54 27.92 14.21 13.71 10.15 5.58

2004

평균 37.89 15.18 6.55 7.73 7.14 1.28

표 편차 8.51 2.63 3.68 2.41 2.73 0.96

최소값 24.33 7.67 1.00 3.33 2.00 0.00

최 값 85.33 23.33 26.00 17.67 16.67 3.00

2005

평균 38.46 16.37 7.65 6.28 7.15 1.00

표 편차 8.52 2.68 3.08 3.16 2.75 0.77

최소값 22.33 7.67 1.00 1.00 1.33 0.00

최 값 82.00 24.67 25.00 17.67 16.33 3.00

2006

평균 38.27 16.49 7.58 6.57 6.62 1.02

표 편차 9.00 2.58 3.05 3.29 3.28 0.81

최소값 21.00 8.33 1.00 1.33 0.33 0.00

최 값 85.00 26.33 25.33 17.67 16.67 3.33

체

평균 39.32 15.80 8.81 7.79 5.06 1.86

표 편차 8.84 4.51 6.27 3.42 3.29 1.78

최소값 21.00 4.44 0.00 1.00 0.00 0.00

최 값 85.33 28.89 32.22 23.33 16.67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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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tock 
return

beta size BEME
gove
rnan
ce

shar
ehold
er

boar
d

Discl
o

audit
man
age

1 -0.0181 1.0162 86 0.6611 35.94 15.40 8.43 7.03 5.15 0.34 

2 -0.0075 1.0058 74 1.3942 36.47 15.98 7.82 7.14 4.45 1.44 

3 0.0062 1.0143 85 2.1429 38.44 15.96 8.58 7.60 4.18 2.13 

4 0.0106 1.0102 84 2.9911 38.54 15.89 9.06 7.32 4.46 1.81 

5 0.0103 1.0010 82 5.4403 37.91 15.39 8.46 7.73 4.44 1.89 

6 -0.0069 1.0199 318 0.7374 38.70 16.01 8.48 8.07 4.23 1.91 

7 0.0098 1.0127 315 1.3941 40.99 16.01 9.35 8.36 4.94 2.33 

8 0.0109 1.0233 302 2.0633 39.45 15.90 9.14 8.18 4.62 1.61 

9 0.0075 1.0162 300 2.9420 37.45 15.00 8.68 7.33 4.55 1.89 

10 0.0167 1.0142 312 4.9399 37.51 14.89 8.48 7.50 4.44 2.21 

11 -0.0311 0.9916 856 0.6693 40.15 15.58 10.09 8.49 4.97 1.02 

12 0.0080 1.0082 839 1.3522 39.53 15.58 8.72 8.15 4.84 2.23 

13 0.0104 1.0158 815 2.0947 39.86 15.74 8.98 8.00 4.94 2.20 

14 0.0197 1.0145 841 2.9086 38.85 16.20 8.37 7.56 4.19 2.53 

15 0.0105 1.0046 815 6.2718 36.90 14.90 8.44 7.45 4.23 1.88 

16 -0.0173 0.9650 2,725 0.6678 42.66 15.51 10.60 9.33 5.62 1.60 

17 0.0146 1.0206 3,317 1.3587 41.73 15.93 9.56 8.67 4.95 2.63 

18 0.0151 1.0182 3,086 2.1503 39.00 15.69 8.83 8.13 4.35 2.01 

19 0.0126 1.0048 3,194 2.9548 38.59 15.67 9.10 7.32 4.19 2.31 

20 0.0165 1.0090 2,746 5.1977 38.04 16.31 8.13 6.89 4.49 2.21 

21 0.0117 1.0118 56,356 0.6619 45.59 15.87 11.73 9.76 6.50 1.73 

22 0.0111 1.0038 58,953 1.3659 42.56 16.44 10.20 8.60 5.42 1.90 

23 0.0120 1.0071 47,402 2.0626 40.62 15.45 9.42 8.67 5.36 1.73 

24 0.0154 1.0096 13,907 2.8294 39.18 15.60 8.39 7.66 5.06 2.48 

25 0.0176 1.0041 19,116 5.0207 39.04 16.08 8.58 7.42 4.59 2.37 

<표 3> 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 횡단면 분석의 기술 통계량

동 표는 Fama and MacBeth(1973) 횡단면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포트폴리오별 평균값을  보

여 다. 각 포트폴리오는 개별기업을 기업규모(size)별로 5개, 가치요인(BE/ME)에 따라 5개 그룹으

로 분류하여 매년 총 25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 다. Stock Return은 포트폴리오별 주식수익률의 

평균을 의미하며, β(시장요인), Size는 [자기자본 시장가치(보통주식수*주가)](규모요인), BEME는 

[장부가치  시장가치비율((자본-우선주자본 )/(보통주식수*주가))](가치요인), Governance는 포트

폴리오별 지배구조 평가 총합을 의미하며, Shareholder, Board, Disclo, Audit, Dividend는 각각 하

부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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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배구조와 주식수익률 시계열 분석의 기 통계량

동 표는 Fama and French(1993), Carhart(1997)의 시계열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포트폴리오

별 평균을 보여 다. 각 포트폴리오는 Gomper, Ishii and Metrick(2003)의 방법과 같이 지배구조(혹

은 하  지배구조)에 따라 10개로 나뉘어 구성하 다. Panel A의 각 포트폴리오의 과수익률은 월

별 평균주식수익률에서 무 험수익률(국고채 3년)을 차감한 평균주식 과수익률 값을 나타내며, 종

속변수로 사용되었다..기업규모(규모요인)는 총발행보통주식에 주가를 곱하여 사용하 고, BE/ME

(가치요인)을 계산하기 해 BE는 기업의 자본 에서 우선주 자본 을 차감한 값이며, ME는 총발행

보통주식에 주가를 곱한 값을 사용하 다. 체계  험을 나타내는 (Rm-Rf)(시장요인)는 매월 시장

수익률(종합주가지수 가 평균수익률: KOSPI)에 무 험수익률(국고채 3년)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Panel B는 각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된 지배구조 평가 결과의 포트폴리오별 평균을 나타내는데, 

Governance는 포트폴리오별 지배구조 평가 총합을 의미하며, Shareholder, Board, Disclo, Audit, 

Dividend는 각각 하부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구분 과수익률
기업규모
(단 :억원)

BE/ME (Rm-Rf) Momentum

1 -0.0136 3,328 2.2281 0.0134 0.0237 

2 -0.0098  5,275 2.5267 0.0130 0.0299 

3 -0.0086  6,447 2.2346 0.0142 0.0260 

4 0.0031 5,885 2.5004 0.0136 0.0203 

5 -0.0012  13,894 2.3264 0.0138 0.0298 

6 0.0068 3,217 2.5744 0.0138 0.0280 

7 0.0041 20,830 2.3179 0.0131 0.0293 

8 0.0092 21,387 2.1264 0.0144 0.0304 

9 0.0109 10,276 2.1293 0.0138 0.0338 

10 0.0171 18,695 1.4923 0.0140 0.0327 

체 0.0019 10,853 2.2499 0.0137 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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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배구조가 배당공시 투자자 반응에 미치는 향의 기 통계량

동 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배당을 실시한 386개를 표본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panel A는 지배구조  하부지배구조에 따라 상 와 하  그룹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배당일을 기

으로 (-5, 5)의 CAR( 비정상수익률) 평균 값 차이를 검증한 표이다. △배당, 배당/총자산, 기업

규모, 부채비율, 매출액성장율, 업이익/총자산, 흐름/총자산, 토빈Q, 투자/총자산, 유상증자/총

자산, 잉여 흐름/총자산, 부채비율은 기업간 특성을 통제하기 하여 년도 회계연도 말 값을 변

수로 사용하 다. 

panel A

Group 지배구조

하부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구성  
운

공시 감사제도
경 과실
배분

1(평균 이상) 0.0138 -0.0020 0.0219 0.0093 -0.0085 0.0103

2(평균 이하) -0.0047 0.0033 -0.0052 -0.0030 0.0058 -0.0034

Difference
(1-2)

0.0185***
(-4.12)

-0.0053
(-1.25)

0.0270***
(5.47)

0.0123***
(2.75)

-0.0143***
(-3.22)

0.0137***
(3.06)

panel B

tobin
q

흐름/
총자
산

유상
증자/
총자
산

배당/
총자
산

투자/
총자
산

잉여

흐름/
총자
산

기업
규모
(단 :
억원)

△배
당

업
이익/
총자
산

매출
액성
장율

부채
비율

2002
평균 1.2360 0.0848 0.0013 0.0119 0.2817 0.0481 11,507 0.0006 0.0745 10.231 0.4155 

표
편차

0.2857 0.0716 0.0465 0.0089 0.4459 0.0578 44,689 0.0208 0.0583 10.951 0.1638 

2003
평균 1.2755 0.0652 0.0031 0.0122 0.2823 0.0495 12,126 0.0020 0.0652 9.355 0.4153 

표
편차

0.3310 0.0665 0.0493 0.0096 0.5609 0.0541 44,611 0.0089 0.0513 13.394 0.1671 

2004
평균 1.2947 0.0621 0.0004 0.0133 0.2596 0.0506 12,619 0.0016 0.0645 9.085 0.4009 

표
편차

0.3650 0.0723 0.0302 0.0140 0.5302 0.0596 45,899 0.0180 0.0573 11.397 0.1719 

2005
평균 1.5429 0.0643 0.0057 0.0133 0.2341 0.0524 13,852 0.0018 0.0585 10.040 0.4120 

표
편차

0.5479 0.0711 0.0377 0.0179 0.3717 0.0578 48,283 0.0155 0.0524 13.821 0.1735 

2006
평균 1.5135 0.0622 0.0056 0.0131 0.2638 0.0536 14,769 0.0014 0.0580 8.951 0.4078 

표
편차

0.4349 0.0742 0.0369 0.0131 0.4492 0.0574 50,854 0.0066 0.0500 13.937 0.1795 

2007
평균 1.6905 0.0551 0.0086 0.0132 0.2566 0.0542 15,370 0.0017 0.0586 8.878 0.4032 

표
편차

0.5847 0.0780 0.0409 0.0150 0.4365 0.0587 53,327 0.0092 0.0538 14.637 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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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지배구조( 체 항목 합계: Governance)와 주식수익률간의 계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지배구조 평가 총합(Governance)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

은 지배구조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미한다. 

hedge portfolio은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

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2890 -0.4350 -0.1230

(-1.45) (-1.63) (-1.48)

β
0.1650 0.3153 0.0256

(0.94) (1.35) (0.30)

ln(size)
0.0009 0.0005 0.0013**

(1.36) (0.63) (2.09)

ln(BE/ME)
0.0173*** 0.0217*** 0.0153***

(4.09) (3.95) (5.00)

GCI( 체 항목 합계)
0.0025** 0.0029** 0.0017***

(2.42) (2.01) (4.28)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263*** (6.32) 0.0269*** (6.81) 0.0395*** (5.73)

1 -0.0090 (-1.16) -0.0258*** (-5.74) -0.0338*** (-4.21)

2 -0.0040 (-0.54) -0.0215*** (-4.56) -0.0271*** (-3.21)

3 -0.0090 (-0.99) 0.0014 (0.23) 0.0015 (0.14)

4 0.0030 (0.45) -0.0138*** (-3.23) -0.0182** (-2.36)

5 0.0017 (0.21) -0.0143** (-2.01) -0.0274** (-2.15)

6 0.0060 (0.85) -0.0108** (-2.28) -0.0150* (-1.76)

7 0.0075 (1.05) -0.0082* (-1.73) -0.0173** (-2.04)

8 0.0096 (1.27) -0.0062 (-1.23) -0.0135 (-1.49)

9 0.0131* (1.74) -0.0039 (-0.88) -0.0044 (-0.55)

10 0.0178** (2.48) 0.0011 (0.39) 0.005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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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하부 지배구조(주주권리보호)와 주식수익률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하부 지배구조  주주권리보호(Shareholder)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

은 주주권리보호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주주권리보호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

미한다. hedge portfolio은 주주권리보호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2420 -0.3400 -0.1300

(-1.54) (-1.67) (-1.38)

β
0.1660 0.2502 0.0719

(1.15) (1.36) (0.77)

ln(size)
0.0023*** 0.0022*** 0.0024***

(4.41) (3.69) (4.22)

ln(BE/ME)
0.0133*** 0.0166*** 0.0125***

(3.71) (3.56) (3.85)

Shareholder
0.0004 0.0018 -0.0004

(0.25) (1.15) (-0.27)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007 (0.18) 0.0043 (0.91) 0.0061 (0.72)

1 0.0032 (0.45) -0.0144*** (-3.40) -0.0197** (-2.57)

2 -0.0020 (-0.20) -0.0250** (-2.62) -0.0347** (-2.08)

3 0.0073 (0.92) -0.0153*** (-2.91) -0.0235** (-2.57)

4 -0.0010 (-0.12) 0.0031 (0.51) -0.0090 (-0.88)

5 0.0088 (1.15) -0.0069 (-1.37) -0.0157* (-1.74)

6 0.0099 (1.36) -0.0127** (-2.44) -0.0171* (-1.88)

7 0.0070 (1.01) -0.0096** (-2.13) -0.0120 (-1.47)

8 0.0073 (0.99) -0.0143** (-2.63) -0.0217** (-2.29)

9 0.0056 (0.80) -0.0102** (-2.24) -0.0163* (-1.99)

10 0.0039 (0.54) -0.0101* (-1.99) -0.013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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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하부 지배구조(이사회 구성  운 )와 주식수익률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하부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운 (Board)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은 이사회 구성  운 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이사회 구성  운

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미한다. hedge portfolio은 이사회 구성  운 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

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2380 -0.3560* -0.1230

(-1.58) (-1.80) (-1.40)

β
0.1591 0.2879 0.0508

(1.09) (1.50) (0.59)

ln(size)
0.0018*** 0.0017** 0.0019***

(3.12) (2.55) (3.14)

ln(BE/ME)
0.0165*** 0.0207*** 0.0147***

(4.27) (4.17) (4.80)

Board
0.0032** 0.0036* 0.0022*

(2.23) (1.92) (1.90)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165*** (3.69) 0.0162*** (3.70) 0.0262*** (3.37)

1 -0.0006 (-0.09) -0.0166*** (-3.48) -0.0224** (-2.61)

2 0.0040 (0.58) -0.0128*** (-2.95) -0.0196** (-2.53)

3 -0.0040 (-0.57) -0.0172*** (-3.17) -0.0198** (-2.23)

4 0.0016 (0.24) -0.0145*** (-3.09) -0.0173** (-2.04)

5 -0.0030 (-0.37) -0.0152*** (-2.96) -0.0153 (-1.53)

6 0.0013 (0.15) -0.0008 (-0.15) -0.0077 (-0.80)

7 -0.0020 (-0.28) -0.0140** (-2.67) -0.0112 (-1.30)

8 0.0104 (1.49) -0.0053 (-1.15) -0.0112 (-1.35)

9 0.0065 (0.71) -0.0098 (-1.43) -0.0204 (-1.66)

10 0.0159** (2.07) -0.0003 (-0.11) 0.003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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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하부 지배구조(공시)와 주식수익률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하부 지배구조  공시(Disclo)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

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은 공시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공시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미한다. hedge portfolio은 공시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

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2420 -0.3400 -0.1140

(-1.45) (-1.52) (-1.36)

β
0.1602 0.2633 0.0424

(1.02) (1.25) (-1.36)

ln(size)
0.0018*** 0.0015** 0.0019***

(3.21) (2.36) (3.11)

ln(BE/ME)
0.0165*** 0.0207*** 0.0153***

(4.15) (4.02) (4.52)

Disclo
0.0046** 0.0057** 0.0034***

(2.57) (2.43) (3.24)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177*** (4.62) 0.0177*** (4.72) 0.0198*** (2.92)

1 -0.0030 (-0.50) -0.0195*** (-4.58) -0.0223** (-2.90)

2 0.0023 (0.35) -0.0130*** (-3.33) -0.0199*** (-2.83)

3 0.0086 (1.23) -0.0119** (-2.37) -0.0279*** (-3.34)

4 -0.0003 (-0.03) -0.0006 (-0.13) -0.0046 (-0.53)

5 -0.0020 (-0.24) -0.0222*** (-2.82) -0.0270** (-2.32)

6 0.0006 (0.06) -0.0148 (-1.51) -0.0303* (-1.71)

7 0.0035 (0.48) -0.0139*** (-2.87) -0.0258*** (-2.99)

8 0.0090 (1.13) -0.0104** (-2.12) -0.0052 (-0.59)

9 0.0126* (1.72) -0.0045 (-1.00) -0.0026 (-0.31)

10 0.0143* (1.99) -0.0018 (-0.49) -0.0025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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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하부 지배구조(감사제도)와 주식수익률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하부 지배구조  감사제도(Audit)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

은 감사제도가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감사제도가 가장 좋은 기업을 의미한다. 

hedge portfolio은 감사제도가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

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3230 -0.4590 -0.1270

(-1.40) (-1.49) (-1.35)

β
0.2658 0.4017 0.0701

(1.16) (1.30) (0.76)

ln(size)
0.0012 0.0010 0.0017***

(1.54) (0.94) (2.70)

ln(BE/ME)
0.0162*** 0.0206*** 0.0138***

(3.60) (3.49) (4.59)

Audit
0.0054 0.0073 0.0023

(1.38) (1.37) (1.46)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187*** (4.35) 0.0168*** (3.94) 0.0328*** (4.49)

1 -0.0010 (-0.17) -0.0172*** (-3.70) -0.0251*** (-3.01)

2 0.0017 (0.16) 0.0004 (0.06) -0.0067 (-0.55)

3 0.0065 (0.79) -0.0117** (-2.16) -0.0183* (-1.86)

4 0.0034 (0.32) -0.0228** (-2.56) -0.0270* (-2.01)

5 -0.0140 (-0.97) -0.0229** (-2.43) -0.0350** (-2.31)

6 -0.0010 (-0.14) -0.0151 (-1.64) -0.0311** (-2.40)

7 0.0020 (0.17) -0.0149 (-1.21) -0.0308 (-1.45)

8 0.0084 (0.88) -0.0094 (-1.14) -0.0161 (-1.30)

9 0.0127 (1.64) -0.0033 (-0.84) 0.0004 (0.05)

10 0.0175** (2.14) -0.0004 (-0.11) 0.007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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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하부 지배구조(경 과실배분)와 주식수익률 추정결과

Panel A는 2002년 7월～2007년 12월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

를 상으로 Fama and Macbeth(1973)의 방법에 따라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1)

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여 추정을 실시한 모형

이며, 모형(2)는 1월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각 년도 1월을 제외한 모형이며, 모형(3)은 지배구조 평

가가 KCGS에 의해 실시된 2004년 1월부터 2007월 12월까지의 추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모형의 

결과는 매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추정계수에 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여 t-test를 통하

여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이다. 각 값들은 월별 회귀분석 추정계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호안의 값

은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

한다. Panel B는 2002년～2007년의 표본기간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453개를 

상으로 하부 지배구조  경 의 과실배분(Dividend)에 따라 10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 and 

French(1993)의 3-factor model, Carhart(1997)의 4-factor model을 추정한 결과이다. Portfolio 1

은 경 의 과실배분이 가장 나쁜 기업을 의미하며, Portfolio 10은 경 의 과실배분이 가장 좋은 기

업을 의미한다. hedge portfolio은 경 의 과실배분이 가장 좋은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에서 가장 

나쁜 그룹의 주식 과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호안의 값은 t값을 의미

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Panel A: Cross-Sectional

All month After 2003 Ex-January

α(상수항)
-0.2190 -0.3350* -0.1070

(-1.47) (-1.70) (-1.24)

β
0.1553 0.2775 0.0490

(1.07) (1.44) (0.58)

ln(size)
0.0017*** 0.0016** 0.0016***

(3.20) (2.67) (2.97)

ln(BE/ME)
0.0083** 0.0107** 0.0076**

(2.41) (2.37) (2.27)

Dividend
0.0144*** 0.0164*** 0.0145***

(4.55) (4.17) (4.51)

Panel B: Time-Series

과수익률 3-factor α 4-factor 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hedge 
portfolio

0.0331*** (5.23) 0.0209*** (3.97) 0.0297*** (3.15)

1 -0.0190** (-2.40) -0.0204*** (-3.97) -0.0296*** (-3.23)

2 -0.0170 (-1.19) -0.1045*** (-4.88) -0.1512 (-1.85)

3 0.0044 (0.58) -0.0139*** (-2.94) -0.0098 (-1.14)

4 0.0109 (1.32) -0.0077* (-1.80) -0.0077 (-0.98)

5 0.0077 (0.89) -0.0059 (-1.37) -0.0017 (-0.21)

6 0.0089 (1.21) -0.0014 (-0.32) 0.0005 (0.06)

7 0.0140** (2.06) -0.0034 (-0.80) -0.0089 (-1.15)

8 0.0149* (1.99) -0.0062 (-1.08) -0.0151 (-1.52)

9 0.0066 (0.85) -0.0097* (-1.76) -0.0180* (-2.01)

10 0.0141** (2.28) 0.0005 (0.09) 0.0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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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배구조가 배당공시효과에 미치는 향(Clustered Standard Error)

동 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배당을 실시한 386개를 표본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

여 다. 종속변수는 배당일을 기 으로 (-5, 5)의 CAR( 비정상수익률)이며 지배구조 항목 총 합

계(Governance)와 각각의 하부지배구조(Shareholder, Board, Disclo, Audit, Dividend) 년도 평가

결과를 100  만 으로 환산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 △배당, 배당/총자산, 기업규모, 부채비

율, 매출액성장율, 업이익/총자산, 흐름/총자산, 토빈Q, 투자/총자산, 유상증자/총자산, 잉여

흐름/총자산, 부채비율은 기업간 특성을 통제하기 하여 년도 회계연도 말 값을 변수로 사용하

다. 호안의 값은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통해 계산된 t값을 의미하며, *,**,***는 각각 

10%, 5%, 1% 통계  유의수 하에서 추정값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CAR(-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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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항
0.0173
(0.43)

-0.0037
(-0.10)

0.0254
(0.64)

0.0037
(0.09)

-0.1074**
(-2.39)

-0.0542
(-1.40)

Governance
0.0011***
(3.74)

Shareholder
-0.0020***
(-3.66)

Board
0.0027***
(5.58)

Disclo
0.0021***
(2.79)

Audit
-0.0029***
(-3.80)

Dividend
0.0050***
(4.33)

토빈Q
-0.0149**
(-2.22)

-0.0132**
(-1.99)

-0.0108
(-1.63)

-0.0139**
(-2.10)

-0.0081
(-1.20)

-0.0067
(-0.95)

흐름/
총자산

0.0173
(0.47)

0.0121
(0.33)

-0.0020
(-0.06)

0.0161
(0.44)

0.0215
(0.59)

0.0201
(0.55)

유상증자/
총자산

0.1857**
(2.14)

0.1855**
(2.15)

0.1846**
(2.12)

0.1814**
(2.11)

0.1854**
(2.17)

0.1875**
(2.20)

배당/총자산
0.0673
(0.46)

0.1842
(1.25)

0.0714
(0.48)

0.1418
(1.00)

0.2060
(1.42)

-0.0375
(-0.27)

투자/총자산
-0.0010
(-0.21)

-0.0023
(-0.45)

-0.0011
(-0.23)

-0.0018
(-0.39)

-0.0032
(-0.66)

-0.0021
(-0.45)

잉여 흐름
/총자산

-0.0179
(-0.53)

-0.0144
(-0.44)

-0.0143
(-0.43)

-0.0168
(-0.51)

-0.0198
(-0.60)

-0.0139
(-0.42)

기업규모
-0.0015
(-0.79)

0.0021
(1.30)

-0.0011
(-0.67)

-0.0001
(-0.01)

0.0050***
(2.63)

0.0021
(1.27)

△배당
0.1790
(0.87)

0.0916
(0.43)

0.2266
(1.10)

0.1128
(0.54)

0.0124
(0.06)

0.2011
(0.97)

업이익/
총자산

0.0743
(1.36)

0.0880*
(1.65)

0.0619
(1.16)

0.0715
(1.30)

0.0612
(1.13)

0.0637
(1.16)

매출액성장율
0.0001
(0.92)

0.0002
(1.10)

0.0001
(0.91)

0.0001
(1.00)

0.0001
(0.88)

0.0001
(0.96)

부채비율
-0.0157
(-1.14)

-0.0184
(-1.32)

-0.0163
(-1.18)

-0.0155
(-1.12)

-0.0110
(-0.78)

-0.0149
(-1.08)

Adj-R
2

0.0116 0.0134 0.0312 0.0093 0.0118 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