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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째,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 및 부채비율이 주주의 자본수익성지표

인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둘째,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부채

비율이 조절하는지,마지막으로 수정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분석결

과,부채사용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수정된 부채비율의 2

차함수 곡선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사용은 레버리지효과를 통해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증·감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결국,부채사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그래서 부채의 사용은 기존의 핵심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영업현금흐름(혹은 총자산영업이익률)으로 이자

(혹은 이자율)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부채비율,이자율,총자산영업이익률,자기자본순이익률,재무컨설팅

Abstract  The firs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effects of net profit on sales, total asset turnover and 

debt ratio on return on equity, the second, verified debt’ s mediating effect on return on investment and return 

on equity and finally, tested the effect of adjusted debt ratio on return on equity in the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 Generally speaking, using debt has a positive effect on return on equity. Meanwhile, using debt 

accelerate return on equity through leverage effect in the quadric function curve model. Eventually, using debt 

has a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return on equity. Accordingly, because of the debt’ janus-faced reality, 

using debt is restricted within the level that operating cash flow(or return on asset) excess interest(or rate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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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의 존재목 은 자본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

상을 찾아 기업 가치를 극 화하는 것이다.그래서 경

진의책임은핵심투자 업 련의사결정을통해

기업 가치를 극 화 하는데 있다.기업은 궁극 으로 주

주들이지배하기때문에이는주주가치의극 화와도같

은개념으로이와같은기업의핵심투자 업활동을

해서는효율 인자본조달이매우 요한역할을한다

고 할 수 있다.

한편,기업의핵심투자 업활동을 한자본조달

수단으로는자기자본과타인자본이있으며,이들자본은

험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입장에서보면자기자본은상환의무가없고주주

는 기업이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residual

claim)만을가지고있는반면,타인자본의경우에는원리

상환의무가있어과도한부채사용은기업을 산으로

몰고갈우려가있는등타인자본은자기자본에비해

험이훨씬크다고할수있다.그러나자본제공자입장에

서 보면 타인자본 제공자 즉,채권 융기 등은 원리

을안정 으로상환받을수있어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

을가지고있는자기자본제공자즉,주주에비해상

으로 험이 낮다.

한편,자기자본에 한 사용 가 즉,자기자본비용인

배당은기업의부가주주에게로환원되는것으로이익잉

여 의 처분으로 회계처리 되는 반면,타인자본에 한

사용 가즉,이자비용은기업의손익계산서상에비용으

로 회계처리 되어 감세효과(taxshield)를 거둘 수 있는

장 을 보유하고 있다.

한 타인자본은 주주의 입장에서 재무 버리지효과

를 거둘 수 있어 이자비용을 과하는 수익률을 창출하

는경우에자기자본없이타인자본을조달하여원리 을

상환하고도 주주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는 장 을

가지고있어주주들에게부채사용의유인을제공하고있

다.

본 연구에서는 ‘13년 에 신용보증기 본 승인을

통해보증을지원받은바있는 국의178개 소기업을

상으로실증분석을통해주주의자본수익성지표인자

기자본순이익률 즉,ROE(ReturnonEquity)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에서도 특히 부채사용의 정 측면뿐

만이아니라부정 측면등에 하여2차함수곡선추정

회귀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선형회귀분석

과의 차별성을 추구하 고,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시사 을 도출한 후,이를 자 조달 측면에서 기업

에 비해 높은 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기업의 재무컨

설 에 활용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ModiglianiandMiller(1958)는 완 자본시장 가정 하

에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기 업이익과 업 험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단순히 자본구조(부채비율)를 나

는 과정은 기업 가치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13].그러나1963년에완 자본시장가정을일부완

화하여 법인세를 감안한 수정이론에서 이자비용에 따른

감세효과로 감세효과의 재가치 만큼 기업가치가 증가

한다고 주장하 다[14].

한편, 산비용이론에서는 부채사용에 따른 감세효과

가기업가치증가를가져오지만과도한부채사용은 산

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 다[12][15].

한 정태 상충이론(statictrade-offtheory)에서는

기업의부채사용에따른이자의감세효과와재무 곤경

비용(financialdistresscosts)사이의상충 계에의하여

최 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으며,그래서 부채의 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상쇄되는 지 에서 최 부채

비율 즉,최 자본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17].

일반 인기업재무이론에따르면주주입장에서의자

본수익성지표인자기자본순이익률즉,ROE는자기자본

과 타인자본의 활용 결과물인 총자산 업이익률 즉,

ROA(ReturnonAsset)가 타인자본비용인 이자비용을

커버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채사용에 따른 정(+)의 버

리지효과를발휘하여큰폭의ROE상승을기 할수있

는반면,ROA가이자비용을커버할수없다면부채사용

에 따른 부(-)의 버리지효과가 발휘되어 ROE가 크게

하락된다고 한다[4][8].

홍선희(2009)는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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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부채비율과 경 성과(매출액 업

이익률,자기자본 업이익률)는 상장 코스닥기업 모

두에서부(-)의유의미한 향 계가있다고주장하 다

[10].

정수진(2009)은한국기업의소유지배구조와자본구조

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상장기업

을 상으로부채비율과경 성과(토빈의Q비율)는재벌

기업 비재벌기업 모두 정(+)의 유의미한 향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5].

김문환(2007)은 자산구조 자본구조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미치는 향에 한연구에서유동부채비율은기

업 가치에 정(+)의 유의미한 향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2].

한편,최창호ㆍ유연우(2010)는 소기업의 자본구조

가경 성과에미치는 향에 한연구에서부채비율이

매출액 업이익률과 총자산 업이익률에 부(-)의 유의

미한 향 계가있다고주장하 고[6],2011년자산구성

자본구조가경 성과에미치는 향에 한연구에서

부채비율이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 업이익률에 부

(-)의 유의미한 향 계가 있다고 주장하 으며[7],

2012년 소기업의 재무컨설 활용을 한 재무구조가

경 성과에미치는 향에 한연구에서부채비율이자

기자본순이익률에 정(+)의 유의미한 향 계가 있다고

각각 주장하 다[8].

김문겸 외 2인(2012)은 부채가 수익성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에서 부채비율과 수익성의 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수익성(업이익)에 부(-)의 유의미한

향 계를 발견하 다[1].

최형석 외1인(2013)은 코스닥상장 소기업의 자본구

조와 성과에 한 연구에서 성장형 소기업의 경우 부

채비율이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 다[9].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결과

들을 바탕으로 주주의 입장에서 자본수익성을 나타내는

표 지표인 ROE(자기자본순이익률)에 향을 미치

는여려가지결정요인들에 하여알아보고자하며특히

자본조달수단으로부채의양면 향 계에 하여집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연구가설과 모형 설정

3.1 연구가설의 설정

기업 경 진은 기업의 핵심 투자 업활동을 수행

하기 하여자본을조달해야하는데이를채권 융기

등 채권자로부터 조달할 것이지,아니면 주주로부터 조

달할 것인지에 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채권자는원 의안정 인상환과이자수입의원활한유

입에 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성에 심을 두고 채무

자인 기업의 신용 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된다.

한편, 소기업은 기업에비해신용도가상 으로

낮아 높은 융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주주는 채권자와 달리 투자 액에 한 원 상환이

불투명하고수입이자성격의배당도 으로기업의의

지에 달려 있을뿐더러 기업의 가치가 부채의 가치를

과할 경우에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어 기업의 안정

성 보다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심을 가지게 된다.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ordertheory)에의하면성

장성이높은기업의주주는신주발행으로미래성과를새

로운주주와공유하기를꺼리기때문에신주발행보다는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을 선호하게 된다[6].

일반 인 기업재무이론에 따르면 자기자본수익률인

ROE는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 부채비율의함

수임을 알 수 있다.

ROE=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1+부채비율)

(이를 Dupont분석방법[19]이라고도 함)

한편,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은 총자산순이익률

(ROI)로 산식을 ROE=ROI+ROI*(D/E)로도 표시할

수 있다.그래서 상기 산식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1:매출액순이익률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총자산회 율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부채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4:총자산순이익율이자기자본순이익률에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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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계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조 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은 총자산순이익

률(ROI,returnoninvestment)로 매출액순이익률과 총

자산회 율은상충 계(trade-off)에있어동시에양자를

높일 수가 없다.왜냐하면 일반 으로 매출마진이 높으

면매출액이감소하고매출액을늘리기 해서는매출마

진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도 양자 간의상 계수가 -.263으로1%유의수 에서 서

로부(-)의 향 계를미치는것으로나타나양자를동

시에높일수는없으며, 마진고회 율정책혹은고마

진 회 율 정책은 기업마다 자사의 특성에 따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상기ROE산식은기업의핵심투자 업활

동의 결과와 이를 지원하기 한 재무활동의 결과를 구

분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그 다

면기업의핵심투자 업활동의결과와이를지원하

기 한 재무활동의 결과를 구분하여 각각 제공해 주는

ROE지표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기업재무이론의 가 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averagecostofcapital)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W=KD*(D/A)+KE*(E/A)

(KW=가 평균자본비용,KD=타인자본비용,KE=자기자

본비용,D=부채,E=자기자본,A=총자산)

가 평균자본비용이란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타인자본과자기자본의가 평균치로안분한것으로사

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 식을 KE식으로 환하

면,KE=KW+(KW-KD)*(D/E)가되고이식을사후 인수

익률로 환 시키면,ROE=ROA+(ROA-i)*(D/E)가 된

다.(ROA=총자산 업이익률,i=이자율)

이 산식은 기업의 핵심 투자 업활동으로부터의

수익성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재무 버리

지가미치는 향도분명하게표 할수있는장 이있

다.즉, 에서살펴본Dupont분석방법은타인자본사용

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부채의부정 인효과를직

으로 악하기 어려운 반면,상기 산식은 부채의 양면

성에 한개념을활용하여과도한부채사용의 험성을

보다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

한편,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와 같이 부채비율은

매출수익성지표(매출액순이익률,매출액 업이익률 등)

자본수익성지표(총자산 이익률,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등)들에 하여정(+)혹은부(-)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기 상이한 결과를 보이

고 있는 바,이는 부채비율과 수익성지표를 단순한 선형

계에서 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채사용의 정 부정

버리지효과를감안한보다입체 인분석을 하여상

기 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5:수정된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수정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U-

Shape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3.2 연구모형의 설정

3.2.1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13년도 에 신용보증기 본 에 승인요

청을통해보증을지원받은 국269개업체 에서매출

규모,보증규모,설립일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178개업

체를선별하여표본으로사용하 고,변수의조작 정의

에서사용된각종비율은2012년의횡단면결산자료이며,

SPSSver.19.0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상 계분석

회귀(선형 곡선추정)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2.1매출액순이익률(netprofitonsales)

매출수익성을 표하는지표이며기업의 체 인경

효율성을 단하는데 이용되는 비율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 값으로 정의한다.

3.2.2.2총자산회 율(totalassetturnover)

총자산이1년동안몇번회 했는지를나타내는비율

로기업이투자한총자산의활용도를총 으로나타내

는데이용되는비율로매출액을총자산으로나 값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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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부채비율(D/E,debtratio)

타인자본의존도를나타내는데활용되는비율로타인

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 값으로 정의한다.

3.2.2.4수정된 부채비율(ROA-i)*(D/E)

부채사용의 정 부정 측면을 알아보기 하

여 기존의 부채비율에 총자산 업이익률에서 이자율을

차감한 값을 곱하여 계산한 값으로 정의한다.

3.2.2.5자기자본순이익률(ROE)

자본수익성을 표하는지표이며주주가기업에투자

한자본에 하여벌어들이는수익성을측정하는비율로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 값으로 정의한다.

3.2.2.6자기자본순이익률(ROA)

자본수익성을 표하는 지표이며 주주 채권자가

기업에투자한자본에 하여벌어들이는수익성을측정

하는비율로 업이익을총자산으로나 값으로정의한

다.

3.2.2.7총자산순이익률(ROI)

자본수익성을 표하는지표이며기업에투자한총자

본이최종 으로얼마나많은이익을창출하는지를측정

하는비율로당기순이익을총자산으로나 값으로정의

한다.

4. 실증분석

본연구는 국의 소기업178개(제조업113개,비제

조업65개)의표본을 상으로2012년횡단면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부채비율,수정

된부채비율,ROE,ROA,ROI변수들간에 한상 계

분석 ROE를 종속변수로 정하여 회귀분석(선형 곡

선추정) ROI가ROE에미치는 향 계를부채비율이

조 하는지 등에 한 실증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고,상 계 분석결과는 아래 <Table2>와 같

다. 먼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는 총자산회 율

(-.263**) 부채비율(-.243**)과 각각 부(-)의 상 계

를 보이고 수정된 부채비율(.395**),자기자본순이익률

(.542**), 총자산 업이익률(.572**), 총자산순이익률

(.644**)과는각각정(+)의상 계를보이고있다.총자

산회 율의 경우는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수정된 부채비

율(.285*),자기자본순이익률(.236**),총자산 업이익률

(.247**),총자산순이익률(.286**)과 각각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부채비율의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

(.173*)과는 정(+)의 상 계를 총자산 업이익률

(-.256**)과총자산순이익률(-.322**)과는각각부(-)의상

계를 각각 보이고 있다.수정된 부채비율의 경우 자

기자본순이익률(.780**),총자산 업이익률(.711**),총자

산순이익률(.578**)과각각정(+)의상 계를보이고있

다.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총자산 업이익률(.738**),

총자산순이익률(.789**)과 각각 정(+)의 상 계를 보이

고 있다.총자산 업이익률의 경우 총자산순이익률

(.884**)과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1> Result of discriptive statistics

Mean Std. N

Netprofitonsales .03079 .027707 178

Totalassetturnover 2.44801 1.985414 178

Debtratio 2.39537 1.426421 178

Adjusteddebtratio .06292 .135216 178

Returnonequity .18368 .137767 178

Returnonasset .08924 .059738 178

Returnoninvesment .06103 .053203 178

<Table 2> Result of correlation

A B C D E F G

A 1

B -.263** 1

C -.243** -.043 1

D .395** .185* .026 1

E .542** .236** .173* .780** 1

F .572** .247** -.256** .711** .738** 1

G .644** .286** -.322** .578** .789** .884** 1

*p<.05,**p<.01

A:,NetprofitonsalesB:,TotalassetturnoverC:,Debtratio

D:Adjusteddebtratio,E:Returnonequity,F:Returnonasset,

G:Returnoninvesment

4.2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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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및 부채비율

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관계

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 부채비율이 자기자

본순이익률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에 독립변

수들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해 VIF(variance

inflationfactor)값을확인한결과,10을 과하는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되며,Durbin-Waston값이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179를 보이고 있어 잔차항의 독립성도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회귀식의

설명력은 57.8%로 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 부

채비율이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변동을 57.8%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F값의 유의확률값이 .000으로 독립변수

하나라도회귀계수가0이아닌변수가있다는것으로

회귀식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 부채비율 모

두자기자본순이익률에통계 으로정(+)의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가설1,가설2 가설3은

각각 채택되었다.

결국,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 율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높게 나타났으며,자기자

본순이익률에 미치는 향 정도는 매출액순이익률 가장

높고다음으로총자산회 율그리고부채비율순으로분

석되었다<Table3>.

<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linear)

Unstco. Stco.
t p VIF

B S.E β

Intercept -.094 .021 - -4.491 .000 -

A 3.735 .263 .751 14.204 .000 1.154

B .031 .004 .449 8.747 .000 1.088

C .036 .005 .374 7.332 .000 1.076

- Durbin-Watson=1.179,R2=.578,F(p)=79.531(.000)

Dependentvariable:Returnonequity,A:Netprofitonsales,B:Total

assetturnover,C:Debtratio

4.2.2 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

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부채비율의 조절효과 

유무

한편,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조 작용을 하는지를 알

아보기 하여 먼 총자산순이익률과 부채비율값을 표

화해서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한 후 이들을 곱하여

조 항을 생성하 다.독립변수들의 VIF값이 모두 10을

과하고 있지 않아 다 공성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며,Durbin-Waston값이0과4에서멀고2에가까운

2.019로 잔차항의 독립성도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조 항을 독립변수에 추가 투입함에 따라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R2값이 당 .827에서 .171만큼 증가하

고,F값 변화량의 유의확률값이 .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증가하여(조 항의유의확률값과동일)부채

비율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4는 채택

되었다.

결국,총자산순이익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향 계를부채비율이체계 으로증가시킴을알수있

다<Table4>.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linear)

Unstco. Stco.
t p VIF

B S.E β

Intercept -.144 .001 - -106.0 .000 -

G 3.387 .012 1.308 280.4 .000 1.895

C .061 .000 .627 165.5 .000 1.247

G*C .076 .001 .541 122.1 .000 1.705

-
Durbin-Watson=2.019,R2=.827,△R2=.171,

F(p)=28965.073(.000),△F(p)=14925.925(.000)

Dependentvariable:Returnonequity,G:Returnoninvesment,C:Debt

rario,G*C:InteractivevariableofReturnoninvesmentandDebtratio

4.2.3 수정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

치는 영향관계

먼 총자산 업이익률과이자율을감안한수정된부

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간의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하여선형회귀분석을실시하 다.분석결과<Table5>

를살펴보면,회귀식의설명력이60.9%이고수정된부채

비율은자기자본순이익률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결국,수정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순이익률

은 높게 나타났다.

<Table 5> Result of regression(linear)

Unstco. Stco.
t p

B S.E β

Intercept .134 .007 - 16.560 .000

D .795 .048 .789 18.707 .000

- R2=.609,F(p)=274.237(.000)

Dependentvariable:Returnonequity,,D:AdjustedDebt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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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수정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순이익률 간의 

U-Shape 관계

한편,총자산 업이익률에서 이자율을 차감한 수정된

부채비율을 활용하여 부채사용의 양면성을 확인하기

해2차함수곡선추정회귀분석을실시하 으며분석결과

아래 <Table6>과 같다.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curve)

Unstco. Stco.
t p

B S.E β

Intercept .129 .007 - 18.826 .000

D .573 .066 .563 8.730 .000

D2 .853 .182 .301 4.676 .000

- R2=.653F(p)=164.302(.000)

Dependentvariable:Returnonequity,D:AdjustedDebtratio

먼 회귀식은 ROE=.129+.573(ROA-i)(D/E)+.853

(ROA-i)(D/E)2이며U-Shape을취하고있는바,총자산

업이익률과 이자율을 고려한 부채비율이 변곡 을

심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부정 인 측면과 정 인

측면을미치고있다는것을말해주는것으로가설6은채

택되었다.

결국,부채사용은 가 의 양날과 같아서 기업이 부채

사용에 따른 융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성을 시

하고있다면 정 인효과를미쳐부채사용이증가할수

록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크게 증가 될 수 있으나,반 로

기업이 융비용을 커버할 수 없는 수익성을 시 하고

있다면부정 인효과를미쳐부채사용이증가할수록자

기자본순이익률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수정된 부채비율의 변곡 을 찾기 하여 회귀

식을 미분하 으며 수정된 부채비율[(ROA-i)(D/E)]의

변곡 은 아래 [Fig.1]에 보는바와 같이 -.33587이다.

수정된 부채비율의 변곡 이 음수(-)인 것은 세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 사용에 따라 이자율

세효과(i*taxrate)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결국, 소기업에 있어서도 부채사용에 따른 정

부정 재무 버리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우리는 지 까지 부채사용이 주주의 자본수익성지표

인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부채사용은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반

으로 정 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theboardofauditandinspectionofkorea

-selectionmodel

---secondmodels

[Fig. 1] Multiple regression(curve) of adjusted 

debt ratio

부채사용의 정 측면이부각되면서IMF이 까지

부분의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경 을 통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꾀하 던게사실이다.그때까지만해도

부분의 기업들은 융기 의 이자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있는수익성있는사업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있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된 부채비율의 2차함수 곡선추정 회귀모

형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채사용은 버리지효과를 통해

주주의 자본수익성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의 증·감폭

을 크게 확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부채

의양면성을여실히보여주는것으로기존의선행연구들

이주로선형회귀분을활용하여단순히부채사용이자기

자본순이익률등경 성과에미치는정(+)혹은부(-)의

향 계만을 분석한 것과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본 연구의 기여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부채사용에 따른 정 인 재

무 버리지효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부정 인 재무 버

리지효과를 방지하는데 더 큰 심을 보이고 있다.많은

기업들이부채를상환하거나매우낮은수 의타인자

본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나 단기 융상품 보유량

을 높은 수 으로 보유하고 있다.IMF이후 경제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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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난후경 자들은타인자본을사용함으로써수익률

을 높이는 것보다는 과도한 부채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있는최악의상황을방지하는데더큰주의를기울

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달리해석해보면IMF이후 기업들은무한경쟁

등으로 융기 의이자비용을커버할수없는사업포트

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면 부채사용은 어느 정도 수 이 정할까?

일반 으로 소유경 자가 경 하는 기업은 평균 으

로 부채비율이 낮다고 한다.왜냐하면 소유경 자의 가

장 큰 심사는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경 권을 유지

강화하는것이기때문에과도한부채사용에따른경 권

상실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11].

반면,사업을추진하는 문경 인은평균 으로부채

사용에 극 일것이다.소유경 자와는달리 문경

인은공격 인투자를통해경쟁기업과의경쟁에서승리

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11].

이 듯 부채는 부정 측면과 정 측면을 동시에

가진 동 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기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부채를사용해야하는가에 한해답은상기실

증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극히직 이고상식 이

기는하지만아마도기존의핵심사업으로부터창출되는

업 흐름(혹은 총자산 업이익률 즉,ROA)으로

융비용(혹은 이자율 즉,i)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내의

부채사용이 될 것이다.

한편,본 연구는 국의 178개 소기업의 2012년 횡

단면결산자료만을활용했다는한계 을가지고있어향

후추가 인연구에서는종단면 인데이터확보가요구

되어 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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