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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재벌구조 및 기업구조조정

제１절  재벌구조와 위험에 대한 대응



<표 1>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비율 및 채무지급보증 비율 변화추이(1987~2000)

<규모 유지를 위한 리스크 이전>



<리스크 이전의 부정적 영향>



제２절  1997년의 외환위기와 기업부문의 문제점



<표 2> 1997년에 실질적 부도를 경험한 30대 재벌의 재무구조

제３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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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론

제１절  계열사 간 위험이전 지표의 개발19)







제２절  주가수익률 동조화의 분석

제３절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시점 분석





제４절  분석에 사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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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제１절  재벌구조의 구조적 변화시점 분석







<표 3> Panel A: 계열사 간 위험이전(K*) 정도로 평가한 구조적 변화시점



Panel B: 주가수익률 동조화( ) 정도로 평가한 구조적 변화시점



[그림 1] 리스크 이전을 기초로 한 구조적 변화시점 분석(1996～200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 5 10 15 20 25 30

재벌재벌재벌재벌 ID

연연연연

도도도도

[그림 2] 주가수익률 동조화를 기초로 한 구조적 변화시점 분석(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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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시정조치(1998～99)



제２절  그룹별 리스크 이전 지표



<표 5>  경제상황과 재벌규모에 따른 그룹별 리스크 이전(risk transfer, K*)





제３절  그룹별 주가수익률 동조화 지표



<표 6> 경제상황과 재벌규모에 따른 그룹별 주가수익률 동조화( )

  



제４절  그룹 리스크의 영향



<표 7> 그룹리스크가 계열사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표 8> 그룹수익률이 계열사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과 재벌크기에 따른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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