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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고 논의되

어 왔으나, 일반 제조업과는 상이한 업종상·회계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소유구조에 따

라 구분하고, 그 성과를 일반 제조기업과 비교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주요 지분율의 증감과 경영성과와의 동질성여부, 소유구조에 따른 제조기업과 건설기업과의 성과 차

이, 건설기업중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 성과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MTB)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내부 및 외국인의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동질적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 및 제조기업에 있어서 주요 지분율의 증감은(내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기업 경영성과 측정 지표인 MTB, ROA에 대하여 업종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전문경영자가 경영하였

을 경우가 소유경영자가 경영하였을 때보다 높은 반면 얼마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측

정하는 ROA지표는 상이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1. 서론

Jensen-Meckling(1976)의 이익수렴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과 McConnell(1990),

Pound(1988)의 “적극적 감시가설”을 통하여도 잘 설명

되었듯 기업의 소유 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는 기존의 많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분석

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소

유구조 구분에 따른 성과연구 및 일반 제조업과는 확

연히 상이한 업종상·회계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소유구조 구분에 따라 연구하고, 그 성과

를 비교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2007년까지 10개년 동안 KOSPI에 연속 상

장된 12월 결산 기업중 완전 자본 잠식이 한차례도 없

었던, 제조기업 307개사와 건설기업 24개사로 표본을

구성하여, 주요 지분율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소유구

조에 따른 건설업과 제조업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으로는 건설기업 중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가 경

영하는 기업간의 경영성과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첫째, 기업의 주요주주 지

분율(내부지분율,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율)

의 변동은 기업의 경영성과(MTB, ROA)의 동조화

와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

보다 단기적 경영성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기관투

자자의 지분율 증감은 MTB와 RO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및 외국인의 지분율 증감과 서

로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과제는 소유 구조에 따라 제조기업과 건설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를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수주, 생산, 유통 등 모든 단

계에서 구별된다. 대표적 수주산업으로 특정한 발주

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며, 회계의 특수성으로 몇

개년의 사업연도를 통하여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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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인식(공사완성기준과 공사진행기준) 또한 일

반 제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조

기업과는 다른 경영 성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구과제는 “건설기업에 있어서 소유경영자

와 전문경영자는 서로 다른 경영적 성과를 보일 것

이다” 라는 것이다. 대리인 이론을 언급한 많은 선

행연구에서 논의 되었듯 문제점중 하나는 전문 경영

인은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우치어 기업을 경영한다

면 것이다. 이는 건설기업에 있어서도 제조기업과

같은 기업 경영 성향을 가질 것이며, 곧 소유 경영

자와는 상반되는 기업경영의 태도를 보인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 국내건설산업의 경영구조상의 특징

1.1.1 업종상의 특징
건설 산업은 수주, 생산, 유통 등 거의 모든 단계

에서 제조업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 특정한 발주자에 의

해 수요가 창출되며 수요의 불안정성 또한 매우 높

으며 건설제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

이 소요되는 반면 생산 활동의 단절성으로 인해 제

품의 표준화 및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

산과정은 프로젝트별, 공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유형

의 전문화된 작업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는 특성을 나

타낸다. 건설 산업의 경영지표를 제조업과 특성을

비교해보면, 건설 산업은 경기의 변동에 매우 민감

한 속성으로 인해 수익성의 변동이 심하고 노동집약

적인 산업의 경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대체율이 매우 낮은 산업적 특성과,1) 발주자

의 도급을 통해서만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 따

라 단기 또는 다년에 걸친 공사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며 도급형태(정액도급계약, 단가도급계약, 실비

보수가산식)에 따라 도급금액(수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론적 특징들로 인하여 장기 공사

시 수익이 인식이 진행도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과

공사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등이 있다.

1.1.2 상장건설기업의 경영자 구분

1) 최생길․김강수, “건설업자산과 자본의 회전율을 이용한 건설

업의 동향 분석”, 200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집 제9권 pp

212-213

구분 업체명 비고

1세대경영자2) 동양건설산업, 성원건설, 계룡건설, 신일건업, 범양건영 5개업체
(20.8%)

2세대경영자 풍림산업, 한일건설3), 벽산건설, 삼환기업, 삼부토건,
신성건설, 삼환까뮤, 중앙건설, 성지건설

9개업체
(37.5%)

전문경영인 삼호, 고려개발, 경남기업,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진흥기업,
동부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한라건설

10개업체
(41.7%)

계
24개업체
(100%)

[표 1] 건설기업에 대한 경영자 구분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7년 말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업을 제외한 601

개 기업 중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상장, 존속하며, 표본 기간 중 완전 자본 잠식이 없

고. 분석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3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FN

Guide의 Data Base를 활용하였다.

2.2 연구에 사용한 변수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MTB(Market Value to

book value)와 ROA(Return to Asset)을 사용하였으

며, 기업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는 내부지분율, 외국

인 지분율, 기관투자가지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통

제변수로 연구개발강도, 광고강도, 영업성과, 기업규

모를 이용하였으며, 건설업체 여부 및 재벌 소속 여

부 등을 더미(Dummy)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3. 연구결과

3.1 회기분석결과
[가설1〕

             

 or 4)

 = Int or For or Com, each cure /  = size(기업규모변

화율)

 = Osr(영업성과변화율) /  = R&D(연구개발강도변화율)

 = Adv(광고강도변화율) /  = 독립적인 측정 오차

2) 해당되는 24개 건설기업 실무자(기획팀 혹은 비서실)와 전화설문함. 1세대 경영자

라함은 창업주 및 창업주와 동세대 경영자를 의미하고, 2세대 경영자는 창업주의

비속(卑屬)을 뜻함.

3) 한일건설과 벽산건설은 명목상 CEO를 두고 있으나, 창업2세대 회장이 기업 운영

에 깊이 관여, 2세대 경영자 그룹으로 분류함

4) CP:기업성과(Corporate Performance) / ROA(자산수익

율)=당기순손익÷총자산 / MTB(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연말종가×발행주식수÷부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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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내부지분율), For(외국인지분율), Com(기관투자자지분율)

.Pound(1988), Abrahamson․Park(1994),

Pound(1992) 등이 주장한 적극적 감시 가설의 견지

하에 주요주주 지분율과 MTB, ROA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국인지

분율 및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MTB에 정(+)의 영향

을 미치여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증가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MTB)에 긍정적 영

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지지 하였다. 그러

나, 내부지분율은 MTB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지분율, 외국인지분율은

R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기관투자자지분율도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내부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면 기

업의 ROA는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2〕    
  




  





“지분구조에 따른 건설기업과 제조기업간의 경영성

과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지

분율×건설업유무, 외국인지분율×건설업유무, 기관투

자가지분율×건설업유무 모두 MTB 와 ROA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 생산 및 회계상 수익의 인식등 다른 산업 특

성이 다르다해도 지분구조에 따른 성과 차이는 발견

하지 못하였다. “내부지분율에 따라 건설업과 제조

업간의 MTB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지

분율은 MTB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더

미변수를 고려한 내부지분율×건설업은 비유의적인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지분율에

따른 건설기업과 제조기업의 MTB는 그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강도, 광고강도, 기

업규모, 영업성과도 제조기업과 건설기업에서 MTB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2 집단간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건설기업에 있어서 소유

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의 경영성과의 비동질성”을

보여주기 “건설기업의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에

는 MTB의 차이를 보일것이다”라는 가설과 “건설기

업의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에는 ROA의 차이

를 보일것이다”라는 2가지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

다.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

과 첫 번째 세부 가설에서 소유경영자의 평균 MTB

는 .8022(SD=.13683)이며 전문경영자의 평균 MTB

는 .9082(SD=.21118)로 나타나, 기업의 미래성장성에

대한 경영성과는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였을

경우가 소유경영자가 경영하였을 때보다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

MCF와 OCF간의 MTB차이 검증

경영인 N Mean Std. Deviation t

소유경영자 140 .8022 .13683
4.714***

전문경영자 100 .9082 .21118

* p<0.10 ** p<0.05 *** p<0.01

“건설기업의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간에는 ROA

의 차이를 보일것이다”라는 두 번째 세부 가설의 검

증결과, 소유경영자의 평균 ROA는 .0300

(SD=.04563), 전문경영자는 평균은 .0256

(SD=.05450)로 나타나, 소유경영자가 전문경영자 보

다 높은 경영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값을 갖지 못하여 두 번째 세부 가설은

기각 되었다.

MCF와 OCF간의 ROA차이 검증

경영인 N Mean Std. Deviation t

소유경영자 140 .0300 .04563
-.679

전문경영자 100 .0256 .05450

* p<0.10 ** p<0.05 *** p<0.01

3.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

년 동안 KOSPI에 연속 상장된 12월 결산 기업중

완전 자본 잠식이 한차례도 없었던, 제조기업 307개

사와 건설기업 24개사로 표본을 구성하여, 주요 지

분율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소유구조에 따른 건설업

과 제조업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설기업

중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간의

경영성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첫 번째 가설의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지분율과 기

관투자자지분율은 MTB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내부지분율은 MTB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관투자자지분율이 증가하

면 기업의 MTB는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나, 내부지

분이 증가하면 기업의 MTB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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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또한 내부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및 기관투자

자지분율 모두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기업의 주요주주의 지분증가는 기업의

ROA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수 있었다.

두 번째 가설인, 기업이 “지분구조에 따라 건설업

과 제조업간의 경영성과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내부지분율×건설업

유무, 외국인지분율×건설업유무, 기관투자가지분율×

건설업유무 모두 MTB 와 ROA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업의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

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MTB는 전문경영자가 소유경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ROA는 전문경영자와 소유경영

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위의 가설 검증에서 유추할수 있는 몇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

(MT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부 및 외

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기업 주식

취득은 기업의 성과 증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 증가

는 효율적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 지분율의 증감(내부 지분율, 외국인 지

분율, 기관 투자자 지분율)에 따른 기업의 미래 성

장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련성은 건설업과 제조

업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설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은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였을 경우가 소유

경영자가 경영하였을 때보다 높은 반면 얼마나 기업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하여는 소유 경영자

가 운영하였을 때와 다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

다. 이것은, 건설기업의 전문 경영자는 소유 경영자

보다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을 운영

하는 반면 현재 얼마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에 대하여는 소유 경영자와 차이를 보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 경영자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

하여 장기적 성과, 즉 미래 지향적 경영에 대하여

소유 경영자보다 취약할 것이라는 기존 대리인 이론

(agency problem)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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