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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의 지분구조

 정 범1) 

조 인 2)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1개와 출자총액제한

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이 주주로 구성된 11개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계열기업들을 

상으로 Business group의 지분구조에 향이 주는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산업구조  사업구조와 련된 요인들을 심으로 기업집단

의 소유‧지배구조에 한 향을 살펴보았으며 상장여부, 출자총액제한규제여부, 주채

무계열사여신규제여부 등의 법률  향이 다른 독립변수에게 미치지 않도록 더미변수

를 이용하여 통제하 다. 한 산업구조  사업구조의 요인들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와의 인과 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시차를 두고 평가하 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기 시장 유율, 기 산업성장률, 기 매출 업변동성,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는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인과 계를 갖고 있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게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 사외이사율, 기 산업성

장률, 기 핵심계열사집 률, 기 업활동 흐름, 기 총자본순이익률으로 밝

졌다. 특히, 기 산업성장률과 기 업활동 흐름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유

의한 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 

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은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산업성장률을 반 하고 업활동 흐름을 안정화 시킬 목 으로 이루어진 것

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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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경쟁과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배구조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주요 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시장의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경쟁우 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확산에 기인한다(선우

석호, 2007).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의 보유상황, 업종, 기업문화, 경 스타일, 기업의 역사(선우석호, 

2007)외에도 기업집단내의 사업구조( 정범, 2005)  시장의 경쟁 그리고 업 는 제조과

정의 연 성 등의 질 인 사항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

은 토빈의 Q비율, 기업규모, 설립연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감율, 계열사투자주식, 계열사 투

자채권, 유상증자 등 부분 재무제표자료를 기 하여 이루어져 실제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와 시장경쟁을 기업지배구조와 련되어 분석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기존의 

기업집단과 련된 연구들은 경험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이나 가치 단 는 피상 인 

찰을 바탕으로 논리를 개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한계를 안고 있다(황인학, 1999). 

기업집단은 자원배분의 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다. 그

러므로 시장지배력과 리인문제, 공동자원의 성격분석, 기업경 과 시장거래비용의 향에 

미치는 경제제도  정부정책, 기업의 발 단계, 경제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의 

구조‧형태‧성과에 한 면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황인학,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구조  사업구조와 련된 요인들을 심으로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의 향 계를 살펴본다는 것에 기존 연구와 근본 인 차이를 갖는다. 아울러 산

업구조  사업구조의 요인들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의 인과 계를 시차를 두고 분

석하 다는 것에 기존 연구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사업구조와 시장경쟁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계열사의 출자 계를 통합 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를 이해하고 지배구조와 련된 제도  개선 시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 된다.

Ⅱ.  이 론  배 경   가 설 설 정

1. 이론  배경

기업집단에 한 연구는 우선, 사업 분야에서 다각화, 소유‧지배구조에서의 피라미드구조 

그리고 기업가치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집단과 사업 다각화를 심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다각화의 동기와 다각화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는 연구(Chandler, 1962; Lewellen, 1971; Jensen, 1986; 

Stulz, 1990; Berger and Ofek, 1995; Khanna and Palepu, 2000; Lins and Servaes, 2002) 

그리고 다각화된 기업과 독립기업간의 기업성과를 비교하는 연구(Porter, 1987; Prahalad 

and Hamel, 1990; Nayyar, 1993, Lang and Strulz, 1994; 정범, 2003b)들이 주류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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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련된 연구에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기업 가치에 

한 연구(Morck, Shleifer and Vishny, 1988; McConnell and Servaes, 1990; Bebchuk, 

Kraakman and Triantis, 1999; Morck, Strangeland and Yeung, 1998;  김주 , 1992; 김우

택, 장 홍과 김경수, 1993; 박경서와 백재승, 2001;  Chang, 2003; 박 석와 이재 , 2005; 

이필상, 신유식과 진서훈, 2005.)와 기업지배구조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Dyck and 

Zingales, 2001; 2004; 국찬표와 정균화, 1996; 황인학, 2002; 강형철, 박경서과 장하성, 2006a; 

강형철, 박경서과 장하성, 2006b; 정범, 2003a; 권 진과 이상호, 2003; 박경서와 이은정, 

2004; 정범, 2005)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형태인 피라미드구조에 한 연구들은 이론  연구와 계열 개

별기업을 심으로 피라미드 소유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론 인 연구들(Wolfenzon, 1999; Almeida and Wolfenzon, 2006; 

Riyanto and Toolsema, 2008)은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수직 인 피라미드 구조와 수평 인 구조를 비교하여 수직 는 수평  구조의 장‧단 을 

분석하는데 이 맞추어 이루어졌다. 

반면에 실증  연구들(Khanna and Palepu, 1997; La Porta et al, 1999; Cleaessens et al, 

2000; Mitton, 2002)은 피라미드소유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하 으

며 지배주주의 리인 문제 존재 여부를 부의 이 (tunneling) 는 상호지원(propping)과 

같은 상을 통해 직  는 간 으로 분석하기도 하 다. 그들의 연구는 지배주주가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하여 기존 계열사의 자회사로 두는 피라미드구조를 가질 것인지, 아니

면 자신이 직  소유하는 형태인 수평구조로 설립할 것인지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다. 기

업집단의 지배주주 는 지배주주의 가족들은 앙집권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내부통제구조를 갖는 사업부구조를 채택하려 하지 않고 피라미드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Machoney(1992)는 주장하 다.

한편, La Porta et al.(1997)와 Morck et al.(1998) 그리고 Ghemarwat and Khanna(1998), 

Classens et. al.(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 등 일부 앵 로 색슨계열의 국가를 제외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통제 피라미드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기업범 확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상이며, 오히려 ㆍ미식 사업부제 모형이 

외 인 기업 형태라는 을 제시하고 있다. Khanna and Palepu(1997; 1999)은 ‘핵심역량

가설’은 뉴욕이나 런던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합한 략일 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기반이 미흡한 신흥시장에서는 다변화 기업집단이 경 성과 개선과 국민경제발 에 

여 히 유용하다고 주장하 다. 

이와 반 로 Bebchuk et al.(1999)와 Morck et al.(1998)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의 근간을 이

루는 피라미드 소유  통제는 지배주주와 외부투자자 사이에 리문제(agency problem)를 

악화시키고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 하고 있다. 기업집단은 법률

으로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피라미드 소유와 통제라고 하는 버리지 수단을 통해 긴 히 

연결되어 있고, 이들 계열기업 사이의 거래는 부분 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기도 하지

만 그룹구조조정본부 심의 계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그들은 지 하고 있다. 

Claessens et al.(2002)와 Mitton(2002)의 연구에서도 동아시아 상장기업을 상으로 피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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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소유구조가 기업 가치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주제로 다룬 국내 실증  연구로서는 이필상 외(2005)의 연

구와 강형철 외(2006b)의 연구, 강형철 외(2008)의 연구가 있다. 강형철 외(2006b)의 연구에

서는 개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로 지배주주와 그 가족  계열사의 

소유‧지분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형철 외(2008)의 연구는 

계열사 간 소유구조를 통해 피라미드 내 치를 악하는 실증연구이다. 이필상 외(2005)의 

연구의 경우는 우리나라 30  기업집단의 경 성과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경 구조 요인

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상장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검증을 하고 

있다. 한 기업지배구조에 하여 정부규제  산업요인을 반 하여 실증 분석한 Black et 

al.(2006)과 윤 한과 오재 (2005)의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상으로 실시한 

기업지배구조평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기업고유의 기업지배구조지수(한국기업지배구조지

수, KCGI)를 산출하고 이 지수를 설명변수로 개별기업의 경 성과와 산업요인, 기업의 크

기, 험도 등의 계를 검증하 다. 그러나 Black et al.(2006)과 윤 한과 오재 (2005)의 

연구는 수년간의 일 성 있는 장기  자료가 아닌 단기 설문자료에 기 하여 산출된 기업지

배구조지수와 회계변수들 간의 시계열분석을 포함하여 실시한 검증으로 검증기간의 단기성

에 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1개와 출자총액제한을 받

지 않으면서 개인이 주주로 구성된 11개 기업집단의 연구 상으로 설정하 으며 구체 으

로 상장여부와 계없이 22개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계열기업들을 상으로 하 다. 한 

상장여부, 출자총액제한규제여부, 주채무계열사여신규제여부 등의 법률  향이 다른 독립

변수에게 미치지 않도록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통제하 다. 아울러 산업구조  사업구조와 

련된 요인들을 심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향 계를 살펴본다는 것에 기존 

연구와 근본 인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산업구조  사업구조의 요인들과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와의 인과 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시차를 두고 평가하 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2. 연구의 가정

기업집단에 한 일반 인 견해의 하나는 지배주주의 직 인 지분이 낮음에도 그룹을 

배타 으로 경 ·통제함으로써 높은 리인 비용을 유발하고, 타인자본을 동원하여 수많은 

비 련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밖으로는 경제력집 을 심화시키고 안으로는 부실요인을 

시켜왔다는 인식이다(황인학, 2001). Bebchuk et al.(1999)와 Morck et al.(1998)연구 역시, 

기업집단의 근간을 이루는 피라미드 소유  통제는 지배주주와 외부투자자 사이에 리문

제(agency problem)를 악화시키고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 하고 

있다. 기업집단은 법률 으로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피라미드 소유와 통제고조를 통해 긴

히 연결되어 있고, 이들 계열기업 사이의 거래는 부분 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룹구조조정본부 심의 계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그들은 지 하고 

있다. 그러나 La Porta et al.(1997)와 Morck et al.(1998) 그리고 Ghemarwa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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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na(1998)와 Khanna and Palepu(1997; 1999)등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국 등 일부 

앵 로 색슨계열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제 피라미드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기업범  확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상이며, 오히려 ㆍ미식 사업부제 모형의 외 인 기업 형태라는 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련된 연구에서 리인문제는 비  있게 다루어

져왔으며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에 한 기업 가치와 련된 연구에서 리인문제

는 핵심이 되기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의 사  이익

(private benefit)보다는 사업구조와 시장환경 등 기타 요인들의 향에 을 맞추어 분석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가설

3.1. 시장 유율과 소유‧지배괴리도

기업집단은 진출하고 있는 산업에서 시장 유율이 낮은 기업이거나 신생기업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높일 목 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 으로 은 자

본을 투입하면서 지배력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인 피라미드소유구조를 선택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기의 시장 유율이 낮으면 당기의 소유‧지배괴리도는 높아지는 음

(-)의 인과 계가 존재할 것이다. 한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에 한 확   축소정책방

향에 따라 신규사업진출 는 계열사확   퇴출 등의 기업소유‧지배구조가 변화할 것이므

로 기의 시장 유율은 당기의 소유‧지배괴리도에 음(-)의 향을  것으로 상된다. 시

장 유율과 소유‧지배괴리도와의 향 계에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기 시장 유율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기 시장 유율이 높은 기업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를 낮추려 한다.

3.2. 산업성장률과 소유‧지배괴리도

상품이나 기업의 라이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해당 산업의 발 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

숙기, 쇠퇴기로 볼 수 있다. 기업집단이 해당 산업에 신규진출하려고 할 경우 향후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한 측을 토 로 신규산업 진출여부를 단할 것이다. 는 R&D연구

개발에 의해 새로운 산업 역을 확 하려고 할 경우에도 이와 련된 계열사의 확장이 필요

하다. 즉, 산업성장에 따라 해당 산업에 신규진입하려는 기업집단의 경우, 설립과 청산이 용

이하고 큰 지배력을 갖은 피라미드구조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의 산업성장률이 

증가할수록 당기의 소유‧지배괴리도도 증가하여 유의한 양(+)의 연 성을 가질 것이며 기

의 산업성장률이 당기의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양(+)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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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없다. 

  : 기 산업성장률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상승한다.

3.3. 매출 업변동성과 소유‧지배괴리도

Amit and Livnat(1988)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비 련 다각화를 함으로써 서로 상 계

가 부(-)인 이질 인 기업들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이루어 안정 인 흐름을 창출할 수 있

으며 산 험  고용 험을 일 수 있다고 하 다. 이인권(2001)의 연구에서도 외환 기

과정에서 30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비소속기업들 보다 외환 기 충격을 더 잘 견디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출액 업이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기업집단은 비

련다각화를 통해 매출 업 험을 분산하려고 할 것이다. 기의 매출 업변동성이 증가할수

록 소유‧지배괴리도 역시 증가하여 양(+)의 연 성을 갖게 되며, 기의 매출 업의 변동성

의 증가는 계열 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소유‧지배괴리도에 양(+)의 향을  것이다. 

이와 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없다. 

  : 기 매출 업변동성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증가한다.

3.4. 업활동 흐름과 소유‧지배괴리도

기의 업활동 흐름이 감소하거나 었을 경우, 안정 인 흐름을 확보하기 

해 기업집단은 피라미드구조로 계열기업을 확 하거나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조한 

업활동을 개선하려 할 것이다. 반 로 기 업활동 흐름의 증가로 인한 해당 기업

의 수익성 향상은 외부투자자의 심을 받게 되므로 외부투자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외

부투자자의 증가는 상 으로 지배주주의 향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기 업활동 

흐름의 증가는 소유‧지배괴리도와 음(-)의 연 성을 갖게 된다. 한 기 업활동 

흐름 증가는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음(-)의 향을  것으로 상되며 업활동 

흐름과 소유‧지배괴리도와의 향 계에 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없다. 

  : 기 업활동 흐름이 크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감소한다.

Ⅲ.  실 증 연 구

1. 연구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IMF 구제 융 이후 제 2의 기업환경기인 2002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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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소유지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공정거래 원회(이후 공정 )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규모기업집단을 상( 융지주집단은 제외)으로 하 다. 구체 으로 강원 외

(2005)와 강형철 외(2006;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 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한 정보공개” 해당 기업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1개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이 주주로 구성된 11개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공정 에서 제공하는 “

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한 정보공개”에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의 특수 계인에 한 소유구조와 기업공개 황  소속회사 임원 그리고 주주

황과 자산총액 등이 정리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반 인 사항을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표 1>연구 상기업

 

기업집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소속

회사

표본

회사

삼성 63 31 63 40 63  40 62 44 59 46 59 42

자동차 25 14 25 15 28  19 28 24 40 25 36 24

에스 이 62 21 60 25 59 26 50 26 56 34 57 35

엘지 51 15 50 18 46 22 38 22 30 24 31 27

공업 6 5 6 6 6 6 7 6 7 6 7 6

호 15 8 15 11 16 12 18 14 23 19 38 21

한진 21 5 23 9 23 9 23 10 22 11 25 9

한화 26 10 33 14 31 14 30 14 31 19 34 18

두산 18 5 22 6 22 10 18 12 18 16 20 18

동부 21 9 23 9 22 9 21 10 22 13 22 11

12 4 12 6 7 7 8 8 9 8 9 7

에스티엑스 - - - - 9 9 14 8 10 9 11 9

신세계 10 7 12 8 12 9 13 10 14 10 15 8

씨제이 28 5 33 10 41 16 48 19 56 26 64 19

엘에스 - - 12 2 12  4 17 7 19 9 20 11

림 15 6 15 7 12 7 12 8 13 8 14 6

이씨씨 6 3 7 4 10  5 7 5 7 5 7 5

동국제강 6 4 7 6 8 6 8 8 12 9 11 8

효성 15 5 15 9 16 8 16 10 17 11 23 13

동양 16 13 15 14 16 12 16 13 15 13  21 12

백화 10 5 18 5 17 6 20 8 23 9 24 9

코오롱 29 7 32 8 31 8 28 8 23 18 33 17
합계 455 182 498 232 498 264 502 294 526 348 581 335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기업집단별 소속 회사 수는 연구기간동안 공정 에서 “ 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한 정보공개”에 나타난 기업집단별 소속 계열사 수로 총 3,060

개이다. 이 에서 재무제표  업종매출액이 없는 기업, 피인수합병 된 기업을 제외하여 총 

1,655개 기업연도가 표본(54.08%)으로 최종선정 되었다. 

연구 상 기업집단의 소속 산업  주요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 산업분류 기 (강형철  

 외 2006)으로 하 으며, 소유  지배구조, 재무제표정보 등은 규모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

템(http://groupopni.ftc.go.kr/)에서 제공하는 ‘소속기업 개요’와 ‘소속회사별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 승수’자료를 이용하 다. 한 시장경쟁 계를 악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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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이 제공하는 국내통계 주제별 통계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아울러 융감독원(http://dart.fss.or.kr)에서 제공하는 기업공시자료와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가 제공하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 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히, 내부지분과 외부지분의 구성

을 나타내는 지분구조는 특정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

분과 동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간의 차이

인 소유권의 괴리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여기서 소유권의 괴리도란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간 괴리도(control- ownership disparity)로서 특정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

ㆍ간 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소유권( 는 흐름권: cash flow rights)이라 하고 

동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지배권( 는 

의결권, 통제권: control rights)이라고 한다.(강원 외, 2005; Claessens et al., 2002; KDI, 

2003).

· 괴리도 = 지배주주의 지배권(control right) - 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

· 출자총액제한 더미 = 출자총액제한 용 기업집단 계열기업은 1, 

                     그 지 않은 기업은 0

· 주채무계열여신규제 더미 = 주채무계열여신규제 기업은 1, 그 지 않은 기업은 0

· 사외이사율 = 사외이사 수/총이사 수

· 시장 유율 = 해당기업매출액/해당기업의 소속 산업 총 매출액

· 산업성장률 = (당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

· 핵심계열사집 률 = 핵심계열사의 총자산/ 기업집단의 총자본

· 매출 업변동성 = 과거 3년 동안 매출액순이익율의 표 편차

· 총자본순이익률 = 해당기업의 당기순이익/ 해당기업의 총자본

· 업활동 흐름 = 업활동에서의 흐름/해당기업의 총자산

· Log(총자산) = Ln 총자산

· 상장회사 더미 = 거래소 는 회 상장등록 된 기업은 1, 

                  외부감사법인으로 비상장된 기업은 0

· 연도더미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사용한 자료는 패 (panel)자료이다. 이 패 자료를 단순히 pooling하여 추정하면 횡단

면자료 속성에 기인하는 이분산 문제나 시계열자료 속성에 기인하는 자기상 문제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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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변동요인과 시계열  변동요인을 연도더미

(year dummy)와 상장회사 더미를 이용하여 통제하 다. 그 밖에도 독립변수에 향을 미치

는 법률  향을 통제하기 하여 출자총액제한더미와 주채무계열여신규제 더미를 이용하

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이분산성이나 자기상 이 오차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연구 자료의 이분산성이나 자기상 에 따른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pooling하여 사용하 다3).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iteitxitxjdummyidummyitY ++−+−+++= ......1211 ββα

  = 기업 1, ..., N

  = 2002년 2008년

itY  = 괴리도

  = 상수항

  = 출자총액제한 기업더미, 주채무계열여신규제 기업더미, 상장회사 더미, 

           연도더미

1−itx
= 사외이사율, 시장 유율, 산업성장률, 핵심계열사집 률, 매출 업변동성, 

      총자본순이익률, 업활동 흐름, ln총자산 

it
e

 = 오차항

3) 연구자료의 이분산성은 t-test의 분산 동질성검정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자기상관성은 회귀분석의 Durbin 

Wabson을 이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는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VIF)과 1/VIF(tolerance)를 분석하여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문제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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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업
험

핵심
사업

산업
성숙도

외부
통제1

사외
이사

흐름

기업
규모

지분구조

기 사외이사율

기 시장 유율

기 산업성장률

기 핵심계열사집

기 매출 업변동성

기 업활동 흐름

기 Log(총자산)

상장회사더미

연도더미

외부
통제2

시장
경쟁

출자총액제한
규제더미

주채무계열여신
규제더미

기 총자본순이익 률

당기 소유‧지배괴리도

수익성

내부
통제1

내부
통제2

   

Ⅳ.  기 통 계   회 귀분석 결 과

1. 기 통계량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 상 표본에 한 기 통

계량은 <표 2>와 <표 3>과 같다. 22개의 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사외이사가 최소 0%에서 

75%까지 선임되었으나 평균 으로 11.33%의 낮은 사외이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율이 평균 3.76%로 사외이사선임이 매우 조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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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 통계량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공정 에서 “ 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한 정보공

개”에서 제공한 기업집단별 소속 계열사 수로 총 3,060개 에서 재무제표  업종매출액이 없는 기업, 피

인수합병된 기업을 제외하여 총 1,655개 기업연도가 표본(54.08%)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업집단의 지분구

조는 특정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동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간의 차이인 소유권의 괴리도를 의미하며 지배주주의 지배

권(control right)-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 차이로 계산된다. 출자총액제한과 주채무계열여신규

제에 한 더미변수는 용 상 기업은 1, 그 지 않은 기업은 0으로 구분한다. 사외이사율은 사외이사수/

총 이사수로 계산되며 시장 유율은 9차 표 산업분류 기 에 따라 해당기업의 소속 산업을 선정하고 해

당기업매출액/해당기업의 소속 산업총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산업성장률은 산업총매출액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당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으로 구한다. 핵심계열사집 률은 핵심

계열사의 총자산/ 기업집단의 총자본으로 나타난다. 매출 업이익의 변동성은 과거 3년 동안 매출액순이익

율의 표 편차로 계산할 수 있다. 주주들의 자기자본의 한단 당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총자본순이익률은 

해당기업의 당기순이익/ 해당기업의 총자본으로 계산된다. 업활동 흐름은 업활동에서의 흐름/

해당기업의 총자산으로 나 어 산출하고 총자산의 규모는 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 (원)를 

log을 하여 계산하 다. 상장회사는 상장등록 된 기업은 1, 외부감사법인 비상장기업은 0인 더비변수이다.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당기 괴리도 1655 57.98 30.77 0.00 100.00 

기 사외이사율 1655 11.33 19.57 0.00 75.00 

기 시장 유율 1655 2.89 6.30 0.00 46.44 

기 산업성장률 1655 9.97 14.94 -54.00 131.56 

기 핵심계열사집 률 1655 6.06 13.15 0.00 90.09 

기 매출 업변동성 1655 9.61 25.56 0.02 230.09 

기 업활동CF 1655 7.67 13.93 -88.97 108.76 

기 총자본순이익률 1655 4.62 10.63 -61.19 116.94 

기 Log(총자산) 1655 26.24 2.03 20.08 32.32 

상장더미 1655 0.33 0.47 0.00 1.00 

출자총액제한더미 1655 0.66 0.47 0.00 1.00 

주채무계열사여신더미 1655 0.05 0.22 0.00 1.00 

시장 유율의 경우, 0%에서 최  46.44%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 는데 기업집단 내에서도 

시장에 향력이 있는 계열기업과 그 지 못한 계열기업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상장기업은 체시장의 평균 6.19%의 시장 향력을 갖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평균 

1.25%의 시장 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성장률은 기업집단의 소속계열사

의 해당산업의 성장률을 분석한 것으로 연구 상기간동안 평균 9.97% 성장하 으나 산업별

로 -54%에서 131.56%의 차이를 보인다. 

한 산업성장률의 경우, 기업의 상장여부와 상 없이 소속 산업의 성숙도를 나타낸 것으

로 상장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계열집 률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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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으로 6.06%의 핵심계열기업집 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집단 자산의 90.09%가 핵심

계열사에 집 된 경우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매출 업 험의 경우, 평균 으로 9.61%를 보

이고 있으나 상장기업에 비해 비상장기업의 매출액순이익율의 험이 2.55배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최  230.09%까지 매출액순이익률이 변동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활동에서의 흐름은 평균 으로 7.67%이지만 최소 -88.97%에서 최  108.76%으로 기

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장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수익성을 표하는 총자본순이익률의 경우, 평균 4.62%로 상장기업이 4.94%로 비

상장기업에 비해 조  높은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업활동 흐름과 같이 기

업에 따라 -61.19%에서 116.94%에 이르기 까지 수익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Log(총자산) 경우 평균 ln 26.24이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는 기업규모의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지배괴리도는 평균 으로 57.98%이며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에 비해 2.24배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검정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최종 으로 선택된 1,655개의 표본 에서 상장회사는 548개

이며 비상장회사는 1,107개이다. 상장과 비상장에 한 변수들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 으며 독립표본 t-검

정을 이용하여 진행하 다.

변수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차이검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검정 유의확률

기사외이사율 26.62 21.86 3.76 12.78 26.75 .000 

기시장 유율 6.18 8.88 1.25 3.50 16.13 .000 

기산업성장률 9.92 12.46 9.98 16.03 -0.07 .939 

기핵심계열사집 14.17 19.39 2.03 4.87 19.62 .000 

기매출 업 험 4.70 9.37 12.03 30.26 -5.53 .000 

기 업활동CF 7.86 9.40 7.57 15.69 0.40 .683 

기총자본순이익률 4.94 6.59  4.45 12.15  0.88 .376

기Log(총자산) 27.92 1.47 25.39 1.72 29.44 .000  

당기 괴리도 31.68 19.32 70.99 26.82 -30.59 .000 

표본 수 54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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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자총액제한 용에  따른 차이검정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최종 으로 선택된 1,655개의 표본 에서 출자총액제한 

용기업는1,089개이며 출자총액제한 미 용기업은 566개이다. 출자총액제한 용기업과 미 용기업에 한 차

이검증을 실시하 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진행하 다.

변수명

출자총액제한 용기업 출자총액제한미 용기업 차이검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검정 유의확률

기사외이사율 10.62 19.44 12.69 19.77 -2.03 .042

기시장 유율 3.74 7.39 1.22 2.63 7.85 .000 

기산업성장률 10.16 15.62 9.57 13.55 0.75 .447  

기핵심계열사집 4.50 9.52 9.04 17.82 -6.76 .000 

기매출 업 험 7.50 18.63 13.65 34.92 -4.67 .000 

기 업활동CF 8.15 13.11 6.73 15.34 1.97 .048 

기총자본순이익율 5.35 10.34  3.19 11.05 3.93 .000 

기Log(총자산) 26.56 2.05 25.59 1.81 9.48 .000 

당기 괴리도 58.07 29.49 57.79 33.12 0.17 .863

표본 수 1,089 566 　

2. 연 성 분석결과

2개 변수들 간의 연 성을 악하는 방법인 연 성분석은 변수의 척도가 등간  비율척

도일 경우 제3변수의 통제여부에 따라 통제하지 않을 때는 피어슨(Pearson) 상 분석을 사

용하고 제3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는 편상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4)을 사용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제3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피어슨상 분석과 통제하는 편상 분석 모두를 

사용하여 추가 인 분석을 진행하 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연 성분석에 주로 이용된 통계

 방법은 피어슨상 분석이다. 제3변수에 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3변수를 통제하

지 않고 상 계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상 성을 보이게 하여 연구자의 

연구목 을 방해하고 무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 다면 다음의 <표 5>와 <표 6>를 비교하면서 기업집단의 변수들 간의 연 성분석을 

살펴보겠다. <표 5>의 지분구조의 상 계분석은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표 

4)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에서 제3의 변수의 영

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

한다. 여기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제3의 변수가 두 변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함으로써 두변수간의 순수한, 즉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미치

는 영향력이 통제된 제3의 변수를 통제변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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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 지분구조의 상 계분석은 편상 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지분구조의 피어슨 상 계수표

 표본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최종선택 된 1,650개 표본을 상으로 하 다. 분석방법은 피어

슨(pearson)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 계수를 정리하 다. a, b는 각각 1%, 5%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당기괴리도 1 

 (2) 기사외이사율 -0.3406a  1 

 (3) 기시장 유율 -0.2913a 0.3049a 1 

 (4) 기산업성장률 0.0386 -0.0117 -0.0156 1 

 (5) 기핵심계열사

    집 률
-0.3978

a
 0.5191

a
 0.4212

a
 -0.0101 1 

 (6) 기 업변동성 0.1341
a

 -0.0725
a

 -0.1135
a

 0.0114 -0.0884
a

 1 

 (7) 기 업활동CF -0.1148
a

 0.0005 0.1060
a

 -0.0297 -0.0058 -0.2110
a

 1 

 (8) 기ROA -0.1585
a

 -0.0015 0.0700
a

 0.0245 -0.0013 -0.2949
a

 0.3927
a

 1 

 (9) 기Log(총자산) -0.4088
a

 0.4857
a

 0.5414
a

 -0.0392 0.5504
a

 -0.1788
a

 0.0049 0.0234 1 

 (10)상장더미 -0.6013
a

 0.5497
a

 0.3688
a

 -0.0019 0.4347
a

 -0.1350
a

 0.0100 0.0218 0.5866
a

 1 

 (11)출자총액제한

    더미
0.0042 -0.0500

b
 0.1896

a
 0.0187 -0.1641

a
 -0.1142

a
 0.0486

b
 0.0963

a
 0.2271

a
 0.0363 1 

 (12)주채무계열사

    여신제한더미
-0.3239

a
 0.3499

a
 0.4104

a
 -0.0073 0.6359

a
 -0.0296 -0.0009 0.0190 0.3348

a
 0.3368

a
 -0.0676

a
 1

  a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함. b 상 계수는 0.05 수 (양쪽)에서  유의함.

<표 6> 지분구조의 편상 계수표

 표본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최종선택 된 1,650개 표본을 상으로 하 다. 분석방법은 편

상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상 계수를 정리하 다. 한 변수 간 상 계에 향을 

 수 있는 상장, 출자총액제한, 주채무계열사여신제한 등 더미변수는 통제하 다. a, b, c는 각각 1%, 5%, 10%

수 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1) (2) (3) (4) (5) (6) (7) (8) (9)

(1)당기괴리도 1 

(2) 기사외이사율 0.0207  1 

(3) 기시장 유율 -0.0496b 0.0865a 1 

(4) 기산업성장률 0.0461c -0.0104 -0.0192 1 

( 5 ) 기 핵 심 계 열 사   

   집 률
-0.1182a 0.3085a 0.2114a -0.0043 1 

(6) 기 업변동성 0.0731a -0.0091 -0.0556b 0.0134 -0.0749a 1 

(7) 기 업활동CF -0.1398a -0.0019 0.1101a -0.0306 -0.0017 -0.2078a 1 

(8) 기ROA -0.1852
a

 -0.0127 0.0454
c

 0.0230 -0.0055 -0.2875
a

 0.3903
a

 1 

(9) 기Log(총자산) -0.0672
a

 0.2401
a

 0.3610
a

 -0.0536
b

  0.4508
a

 -0.1038
a

 -0.0142 -0.0163 1

 * 통제변수 : 상장더미, 출자총액제한더미, 주채무계열사여신더미

 a 상 계수는 0.01수 (양쪽), b 상 계수는 0.05수 (양쪽), c 상 계수는 0.10수 (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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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나타나듯이 상장여부, 출자총액제한규제, 주채무계열사여신제한규제 등의 더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했을 때 분석된 결과표이고 <표 5>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

고 분석한 결과표이다.

기 사외이사율과 당기 괴리도의 경우, <표 5>에서는 -0.3406의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6>에서는 0.0207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듯이 상장기업(평균=26.62)과 비

상장기업(평균=3.76)간의 격한 사외이사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장여부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못된 단을 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다. 기 시장 유율과 당기 

괴리도의 경우, <표 5>에서는 -0.291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갖은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표 6>에서도 -0.0496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상 계수의 크기가 상 으로 -0.2913에서 -0.0496으로 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 유

율은 역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4.94배나 높기 때문에 상장여부를 통제하여 나타

난 결과이다.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괴리도의 경우, <표 5>에서는 0.038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나 <표 6>에서는 0.0461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산업성장률의 경우, 기업의 상장여부나 출자총액제한규

제, 주채무계열사여신제한규제의 통제변수  어느 하나에 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미하

지만 작은 차이를 나타내는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설명되어진 것으로 

단된다. 결국,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괴리도가 높은 상 계를 갖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양(+)의 계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기 핵심계열사집 률과 당기 괴리도의 상 계를 

분석한 <표 5>에서는 -0.3978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로 나타났으며 <표 6>에서도 

-0.1182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 핵심계열사집 률경

우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약 7배 정도의 집 률이 높으며 출자총액제한규제 용

상 기업과 미 용 상기업간에도 2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볼 때 편상 분

석을 이용할 경우 향을 받는 상 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인과 계를 악할 

수 있다. 즉, 기 핵심계열사집 률이 당기 괴리도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는 0.1341로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이며 <표 6>에서도 0.0731로 역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다. 비상장기업과 출자총액제한규제 미 용 기업의 매출 업 험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크다. 즉, 제3의 변수를 통제한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괴리도 사이에는 

0.0731의 유의한의 양(+)의 상 계를 갖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 업활동 흐

름과 당기 괴리도의 경우, <표 5>에서는 -0.1148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

를 보이고 있으며 <표 6>에서도 -0.1398로 유의미한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한 

편상 분석을 통해 보다 설명력 있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

타내는 기 총자본순이익률(피어슨상 분석=-0.1585, 편상 분석=-0.1852)의 경우도 기 

업활동 흐름과 같이 당기 괴리도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편상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상 성을 보이고 있다. 기 Log(총자산)와 당기 괴리

도와의 인과 계를 살펴본 결과, <표 5>에서는 -0.4088로 유의미한 음(-)의 상 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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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Log(총자산)의 경우 <표 6>에서도 -0.0672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기업의 차이검정 결과와 출자총액제한규제 용기업과 

미 용기업을 비교한 검정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련된 핵심변수들을 심으로 연 성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시장 유율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의 경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0.0496의 상 계를 보이고 있어  : 기 시장 유율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즉, 기 시장 유율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있으며 통계 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로 0.0461

상 계를 보이고 있어  :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없다

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측이 지지되었다.

셋째,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0.0731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

는 인과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되고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

는 인과 계가 있으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0.1398상 계를 보이고 있어  :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

과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는 

인과 계가 있다고 주장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3.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향을 주는 결정들에 한 회귀분석결과

Business group의 지분구조인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는 시장지배력과 사업구조, 경제제

도  정부정책, 기업의 발 단계, 경제제도의 성숙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

아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부정책과 규제가 다른 변수들에게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상장더미, 출자총

액제한더미, 주채무계열사여신규제더미 등을 이용하 으며 기업지배구조에 한 사외이사의 

향력이 강화되는 실을 반 하기 해 사외이사율을 사용하 다. 

산업구조에서는 시장경쟁과 산업성숙도를 시장 유율과 산업성장률로 살펴보았으며, 사업

포트폴리오측면에서는 핵심사업, 업 험, 흐름을 핵심계열사집 률과 매출 업변동성, 

업활동 흐름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총자본순이익률을 이용한 기업의 수익성과 

Log(총자산)을 사용하여 기업규모에 한 재무  요인들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에 미

치는 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 다. 한 보다 정확한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독립변수는 시차를 두어 년도 비율을 이용하 다.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향을 

주는 결정들에 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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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의 Adjusted  는 0.4118로 상당한 설명력을 갖이고 있으며 

한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나타내는 분산분석의 결과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기 사외이사율, 기 산업성장률, 

기 핵심계열사집 률, 기 업활동 흐름, 기 총자본순이익률이 당기 소유‧지배 괴

리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 산업성장률과 기 업활동 흐름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유의한 향

을 주는 결정요인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 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은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일정부분 산업성장률을 

반 하고 업활동 흐름을 안정화 시킬 목 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실증분석을 통해 통

계 으로 분석되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기 사외이사율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율의 비율과 계가 있는데 사외이사율의 평균은 11.33%이며 상장기업은 평균 

26.2% 비상장기업은 3.76%로 총 이사수에 비해 하게 낮은 수 이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기 핵심계

열사집 률과 기 총자본순이익률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와 음(-)의 향 계를 갖는데 

기 핵심계열사집 률이 증가하면 상 으로 계열사확장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기 총자

본순이익률이 감소하면 안정 인 수익성을 유지하기 해 기업집단은 피라미드구조로 계열

기업을 확 하거나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수익성감소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다. 반 로 기 총자본순이익률의 증가는 곧 수익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

투자자의 심을 받게 되므로 외부투자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다. 외부투자자의 증가는 상

으로 지배주주의 향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기 총자본순이익률의 증가는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음(-)의 향을 주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련된 핵심변수들을 심으로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 시장 유율이 높은 기업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를 낮추려 한다라는 연구가설 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며 기 매출 업변동성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는 증가한다라는 가설 역시, 통계 의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기 산업성장률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상승한다라는 가설은 통계 으로 의

미 있게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아울러 기 업활동 흐름이 크면 당기 소유‧지배괴리

도은 감소한다라는 가설   역시 통계 의로 유의하여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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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회귀분석결과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이며 공정 에서 “ 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한 정보공개”

에서 제공한 기업집단별 소속 계열사 수로 총 3,060개 에서 재무제표  업종매출액이 없는 기업, 피인수합

병 된 기업을 제외하여 총 1,655개 기업연도가 표본(54.08%)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구조에 

한 종속변수로 괴리도를 사용한다. 특정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동 기업에 해서 지배주주가 직ㆍ간 으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간의 차이인 소유권의 괴리도는 

지배주주의 지배권(control right)-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로 계산된다. 출자총액제한과 주채무계

열여신규제에 한 더미변수는 용 상 기업은 1, 그 지 않은 기업은 0으로 구분한다. 사외이사율은 사외이

사수/총 이사수로 계산되며 시장 유율은 9차 표 산업분류 기 에 따라 해당기업의 소속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매출액/해당기업의 소속 산업총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산업성장률은 산업총매출액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당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 기 산업총매출액으로 구한다. 핵심계열사집 률은 핵심계열

사의 총자산/ 기업집단의 총자본으로 나타난다. 매출액순이익율의 변동성은 과거 3년 동안 매출액순이익율의 

표 편차로 계산할 수 있다. 주주들의 자기자본의 한단 당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총자본순이익율은 해당기

업의 당기순이익/ 해당기업의 총자본으로 계산된다. 업활동 흐름은 업활동에서의 흐름/해당기업

의 총자산으로 나 어 산출하고 총자산의 규모는 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 (원)를 로그(ln)을 

하여 계산하 다. 상장회사 더미는 상장등록 된 기업은 1, 외부감사법인 비상장기업은 0인 더비변수이다. 기업

집단의 지분구조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귀식 t 유의확률

(상수) 7.46 .000 

기 사외이사율 2.54 .010 

기 시장 유율 -0.09 .922 

기 산업성장률 1.91 .055 

기 핵심계열사집 률 -4.58 .000 

기 매출 업변동성 -0.01 .992 

기 업활동CF -2.94 .003 

기 총자본순이익률 -5.84 .000 

기 Log(총자산) -0.90 .364 

상장더미 -21.08 .000 

출자총액제한더미 0.96 .335 

주채무계열사여신더미 -2.52 .011 

Adjusted  R제곱 0.4118 

모형 F-값 106.28 

유의확률 .000 

자유도 11 

표본 수 1654 

종속변수 당기 소유‧지배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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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시 사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의 보유상황, 업종, 기업문화, 경 스타일, 기업의 역사(선우석호, 

2007)외에도 기업집단내의 사업구조( 정범, 2005)  시장의 경쟁 그리고 업 는 제조과

정의 연 성 등의 질 인 사항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

은 토빈의 Q비율, 기업규모, 설립연수, 부채비율, 매출액 증감율, 계열사투자주식, 계열사 투

자채권, 유상증자 등 부분 재무제표자료를 기 하여 이루어져 실제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와 시장경쟁을 기업지배구조와 련되어 분석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2002

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11개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

이 주주로 구성된 11개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계열기업들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상장

여부, 출자총액제한규제여부, 주채무계열사여신규제여부 등의 법률  향을 통제한 상태에

서 사업구조와 시장경쟁 요인들이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향 계에 해 심층 인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련된 핵심변수들을 심으로 인과 계 분석  향 계 분석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시장 유율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의 경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음(-)의 

-0.0496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 업활동 흐름과 당기 괴리도의 연 계 

역시 유의미한 음(-)의 -0.1398상 계를 보이고 있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기 시

장 유율과 기 업활동 흐름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과 음(-)의 연 계가 있다고 

주장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기 산업성장률과 당기 괴리도의 인과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로 0.0461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 매출 업변동성과 당기 괴리도의 연 계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0.0731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 산업성장률과 기 매출 업

변동성의 상승이 당기 괴리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본 연구의 측이 통계 으로 의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기 시장 유율이 높은 기업은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를 낮추려 할 것이며, 기 매

출 업변동성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도 증가할 것으로 상되었던 가설 은 실증

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넷째, 기 산업성장률이 높으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상승할 것이며, 아울러 기 

업활동 흐름이 크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은 통계 으로 

의미 있게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기 산업성장률과 기 업활동 흐름이 당기 

소유‧지배괴리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기업집

단에 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은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산업성장률을 반 하고 업활동 흐름을 안정화 시킬 목 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분석되어졌기 때문이다. 

사업구조와 시장경쟁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계열사의 출자 계를 통합 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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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기업집단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를 이해하고 지배구조와 련된 제도  개선 시 유용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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