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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ICT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수 이 투자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ICT 산업의 

경우 격한 기술발 과 빠른 시장변화로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부분은 국

가에서 ICT 산업에 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 으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는 성장기회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ICT기업과 Non-ICT기업의 투자수 과 부채비율을 비교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에서 부채비율이 투자수 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머징마켓에 속한 ICT기업은 부채비율이 높더라

도 투자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Key Words : ICT산업, 이머징마켓, 투자의사결정, 부채비율, 리인이론,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for a cross-section of firms in 

emerging market. I examine three factors expected to affect investment: debt ratio, growth rate, and 

industry. I find that debt ratio and ICT firm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 

I also find that ICT firms with high debt ratio have higher net capital expenditures. While the growth rate 

is unrelated to net capital expenditures. Unlike the evidence from the developed markets, debt ratio has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net capital expenditures) in the emerging market.

• Key Words : ICT industry, Emerging market, Investment, Debt ratio, Agency theory

1. 서론
기업의 부채비율이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는 경 자들에게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론 으

로 시장이 완 한 경우 기업의 자본조달 상황은 투자의

사결정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다[1]. 그러나 실제

로는 기업은 자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출을 

감소시킨다. 리인이론(Agency theory)은 이 같은 상

을 과소투자가설(underinvestment hypothesis)과 잉여

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로 설명하고 있다. 

먼  과소투자가설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순

재가치(NPV)가 높은 투자가 있더라도 외부자 을 조

달할 경우 주주보다 채권자의 부를 증 시킬 수 있으므

로 투자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2]. 다시 

말해 효율 인 투자도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

면 잉여 흐름가설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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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자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내부의 자 을 

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잉여 흐름을 감소시켜 경

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3]. 

경 자의 투자의사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는 매우 다양하다. [4]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투자수  기

업의 다각화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다

각화된 기업과 집 화된 기업이의 부채비율과 투자는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다각화 

기업은 성장기화가 높은 부문에 한 투자를 더 많이 감

소시킨다는 과소투자가설과 일치하는 실증결과를 제시

하 다. 그러나 이미 자본시장이 성숙하고 안정되어 이

해 계자들 사이의 정보비 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상 으로 덜한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은 제도

으로나 환경 으로 차이가 있고, 더욱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 -logy, 이하 

ICT)산업의 경우 시장집 도와 성장성이 모두 높아 부채

비율과 투자의 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ICT기업을 상으로 두 변수의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선행연구검토

앞서 언 한 경 자의 과소투자 문제는 사실 경 자

와 주주 사이의 리인 비용이 은 경우 즉, 주주와 경

자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리인 

이론에서 부분의 문제가 둘 사이의 상반된 이해 계로 

인해 야기되는 반면 과소투자의 문제는 경 자가 주주의 

부를 극 화하기 해 험채무를 보유한 기업의 경 자

가 좋은 투자기회를 포기하는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

러나 반 로 주주와 경 자 간의 이해 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 자가 단기  성과를 해 성장 주의 

과도한 투자로 자신의 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업의 과 투자는 높은 부채비율을 동반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이 같은 상을 주로 경 성과가 좋지 못하거

나 자본시장이 침체된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미래의 성장성 간의 계를 분석

하 다. 이들은 부채부담이 큰 기업은 이자지불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하고 외 자 조달로 인한 융비용이 증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기회가 

높은 기업에서는 미래 성장성과 부채비율사이에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투자기회가 낮은 기업에서는 

미래성장성과 부채사이에 유의한 음(-)의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 

[6]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과소투자는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으며, 최 의 부채비율은 투자의 한계변동성

과 양(+)의 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은 경 자가 아닌 

주주가 험을 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항상 일정하게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이 같은 

분석에 해 [8]은 [7]이 연구결과를 잘못 해석했으며 이

는 주주가 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CT산업은 크게 ICT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ICT

산업의 경우 제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도 설비투자자 이 필요하

다. 외부 자 조달은 설비투자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

이 되기는 하지만 무 과한 외부자 의 조달은 오히려 

부채부담(Debt overhang)을 가 시켜 자 흐름을 경직

시킬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부채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90년  후반 외환 기처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기침체는 기업의 순자산기

차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순자

산가의 변동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 기업가치 비 순자

산가치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부담으로 인해 투자의 

변동도 클 수 있다는 의미다. 

2.2 가설설정

부채비율이 투자를 제약한다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

업은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험을 피하기 해 부채비

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성장기회가 없는 기업은 수익

성이 낮은 투자기회에 을 낭비하지 않고 사채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 을 조달하고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

다. [9]는 투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성장기회가 자본조달

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단기부채를 많이 사

용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험과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 후, 성장기회가 버리지와 부채 만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고성장 기업은 버리지 

축소 는 부채만기 단축을 통해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

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는 캐나다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채비율과 투자

의사결정의 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투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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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 인 향은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보다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성은 부채비율과 투자지출사이에 유

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미국  캐나다 등의 선

진자본시장과 달리 시장 자체의 성장성과 정보비 칭의 

크기가 상 으로 큰 이머징마켓에서는 부채비율이 오

히려 투자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ICT기업과 non-ICT기업의 투자지출수 에는 

차이가 있다.

가설 2: ICT기업의 부채비율은 투자지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채비율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정 인 향

은 ICT기업에서 더 클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버리지나 부채만기를 조정하여 

성장기회가 추자에 미치는 정 인 향을 강화시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 인 효과를 기 하기 해서는 

성장기회에 한 측이나 과소문제에 한 통제가 모두 

가능해야 하므로 버리지의 축소나 부채만기의 단축은 

투자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다[11]. 경제  산업

 성장기회가 높은 이머징마켓의 ICT기업의 경우 성장

기회에 하여는 안 하게 망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과 이머징마켓의 표 인 국

가인 라질, 러시아, 인도, 국의 상장기업을 상으로 

하 다. 각각 회계연도말 U$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공시

한 기업, 2011년부터 2013년까지 IPO를 하지 않은 연속

상장 기업한 기업을 선정하 다.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감사의견이 정인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 표본기업

은 [12]에서와 같이 산업과 기업규모를 활용하여 매칭하

다. ICT기업과 Non-ICT기업을 구분하기 해 SIC 

code를 사용하여 구분하 고, 극단치 상하  1%는 제거

하 고 최종 으로 215개의 ICT기업과 865개의 

Non-ICT 기업 총1,080개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하 다. 

3.2 변수측정

가설검증을 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

속변수인 투자수 의 용치로는 순자본 지출(Net 

Capital Expenditure)을 사용하 고, 독립변수로는 부채

비율(Debt)  부채비율과 ICT산업의 상호작용변수

(Debt*ICT)를 사용하 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성장성

과 수익성은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Investment = α0 + α1Debt + α2Growth + α3ROA 

           + α4 ICT + eit …………………………(1)

Investment = α0 + α1Debt + α2Growth + α3ROA 

          + α4 ICT + α5Debt*ICT + eit …………(2)

Investment: natural log of net capital expenditure

Debt: total liabilities/ total asset

Growth: EPSt/ (EPSt-3(1/3)-1)

ROA: Operating Income/ total asset

ICT: if ICT industry is 1, if not 0

본 연구의 익성의 용치인 ROA는 업이익을 총자

산으로 나 어 산출하 다. 종속변수인 투자수 의 용

치로는 순자본 지출(Net Capital Expenditure)를 기업

규모를 통제하기 해 자연로그 취해 사용하 다. 이는 

자본  지출에 처분자산을 차감하고 총자산을 나 어 측

정하 다. ICT는 ICT산업은 1, 아니면 0으로의 더미변수

로 측정하고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

어 계산하다. 성장성은 국가간 차이를 고려해 당해 연도

의 EPS를 3년  EPS(1/3)-1를 나 어 historical 

growth rate를 사용하고 수익성의 용치인 ROA는 

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어 산출하 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초통계량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본기업들의 투자수 (Investment)의 

평균은 3.40이고 최소값은 1.01, 최 값은 6.69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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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부채비율(Debt ratio)의 평균은 0.31이고, 최소

값은 0.01최 값은 0.94이다. 성장성(Growth rate)의 평

균은 0.18인다. 수익성(ROA) 평균은 0.16이고, ICT 평균

은 0.20으로 체 표본기업  약20%가 ICT기업인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 Mean Std.D Min Max
Investment 1,080 3.40 0.88 1.01 6.69

Debt ratio 1,080 0.31 0.21 0.01 0.94

Growth 1,080 0.18 0.14 0.00 0.97

ROA 1,080 0.16 0.15 0.00 0.99

ICT 1,080 0.20 0.40 0 1

4.2 단일변량분석결과

[Table 2]는 Pearson 상 계분석결과이다. 상한 

바와 같이 이머징마켓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투

자수 (Investment)과 부채비율(Debt) 사이에 유의한 양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

(Investment)는 성장성(Growth)  수익성(ROA)과도 

1%수 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ICT산업더미와도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반

면 부채비율(Debt)는 성장성(Growth), 수익성(ROA),  그

리고 ICT산업더미와 모두 1%수 에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2] Correlations

Invest Debt Growth ROA ICT
Invest 1 .109** .049**  .084** .121**

Debt 1 -.022
**

-.288
**

-.128
**

Growth 1 .271
**

.178
**

ROA 1 .127**

ICT 1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and 1% levels.

[Table 3]는 ICT산업과 Non-ICT산업의 투자수 과 

부채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ICT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수 의 평균은 0.090이고 

Non-ICT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수 은 평균 0.056으로 

ICT기업의 투자수 이 1%수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한 ICT기업이 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test results

Variables N Mean t-value Mean 
Diff.

Invest
ICT 215  0.090

 4.015**  0.267
NonICT 865  0.056

Debt  
ICT 215 37.091

-4.267** 0.067
NonICT 865 14.759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and 1% levels.

이 같은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고 결과이다. 선진시

장과 달리 이머징마켓의 ICT기업들은 체로 각각 정부

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외부자 조달이 용이하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ICT제품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용한 제 

고가의 제품이 계속 시장에 출시되고, 사회발달에 맞추

어 유무선 화, 방송, 데이터, 인터넷, WIFI 등의 다양한 

ICT서비스도 화되어 우리생활에 필수 인 서비스가 

되었는데, 이 같은 서비스의 부분은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하는 규모의 투자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4.3 다변량분석결과

[Table 4]는 가설2과 3을 검증하기 한 회귀분석결과

를 제시한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Variables Model 1 Model 2
Intercept  3.033

***
 3.103

***

Debt ratio  0.663***  0.444***

Growth -0.004 -0.016

ROA  0.682
***

 0.691
***

ICT  0.280***  0.023*

Debt*ICT   1.141***

N 1,080 1,080

R2 0.042 0.053

Adjusted R2 0.039 0.049

F-value    11.803
***

   12.098
***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s.

Model 1은 부채비율이 투자수 에 미치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Debt)은 기업

의 투자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한 바와 같이 수익성(ROA)가 높고, ICT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투자수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부채비율과 ICT의 상호작용효과가 투자수

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부채비율과 ICT의 상

호작용변수(Debt*ICT)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자본시장에서 

부채비율이 투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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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이 높은 이머징마켓에서 특히 산업자체의 성장성

도 동시에 높은 ICT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은 투자수 에 

오히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 앞서 설정한 세 가지가설은 모두 지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장성이 큰 산업이

나 기업의 부채비율에 한 분석 시에는 부채비율 자체

뿐만 아니라 흐름과 자 조달  부채만기 등에 

한 세 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3].  

 

5. 결론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성장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14]. 실제로 기업

의 투자의사결정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

하다. 리인 이론의 측면에서도 경 자와 주주사이의 

리인비용의 정도에 따라 과소투자 는 과 투자라는 

다른 결과를 측할 수 있다[15]. 

본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기업의 투자수 을 분석하

고 측하기 해 고려하는 다양한 변수  성장성이라

는 변수를 기업자체의 자체의 특성으로 고려했던 선행연

구와 달리 시장과 산업의 특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머징마켓에서 성장이 빠른 ICT기

업의 부채비율이 투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 자가 조달한 외부자

을 효율 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머징

마켓의 경우 자본시장이 미성숙하고 이해 계자들 사이

의 정보비 칭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험

(risk)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한 분석 시에는 조달될 외부자 의 흐름에 

해 보다 정 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한 경 자가 조

달한 외부자 을 자신의 사 이익을 추구하기 해 사용

하지 못하도록 이사회나 감사 원회의 지속 인 감시감

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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