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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식에는 제도 인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방식은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추정자기자본비용(ICOE) 사이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

자본비용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 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

 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  취득한 기

업은 간  취득한 기업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들은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융합  신호효과를 정확히 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

에 히 반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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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ms employ one of two stock repurchasing methods, either direct open market repurchase 

or indirect repurchase through trust contracts. Since these two methods have some regulatory differences, 

managers of firms may use a repurchasing method as a signal to convey the information to th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purchasing methods and implied cost 

of equity of firm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purchase announcement and cost of equity. In addition, the implied cost of equity for firms employing 

direct open market repurchas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firms that use indirect repurchase 

method. Overall, the market accurately reflects the information conveyed by two stock repurchasing 

methods into cost of equity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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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많은 기업들은 자기주식 취득을 기업의 략  

재무의사결정으로 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성

으로 인해 자기주식 취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국내외의 연구에도 불구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정보효과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자사주 

취득 방식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신호효과가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해서는 선행연구가 무한 상태이다.

일반 으로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을 크게 두 가지 방

법을 통해서 실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기업이 직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 취득 방식이다. 자사주 

매입의 두 가지 방식인 직  취득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1) 직  취득

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직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결과 보고서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나, 신탁계약

을 통한 간  취득인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맺은 해당 

융기 에서 자사주 매입공시 후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는 매입한 주식을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취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인 차이

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많은 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방식

에 한 선택은 기업의 미래성과에 한 내부정보를 시

장 참여자들인 투자자들에게 달하는 신호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래성과가 성공 이어서 충분한 

흐름이 얻어질 것으로 기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강

제성이 있는 자기주식을 직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자사주 매입을 완료할 수 있으나, 미래의 성과가 매우 불

확실하거나 는 성과가 상되는 기업은 강제성이 없

는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방식을 통해서 주가를 부

양하려는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사용할 수 있는 개연

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정보비 칭이 존재하는 주식시

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자기주식 취

득의 방식이 달하는 신호에 의하여 기업의 미래성과를 

상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업가치를 결정하

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이 주식 투자자

1) 김 환과 정성창[1]은 자기주식 취득 방식의 구체 인 내용

들과 결정요인들에 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가 인식하는 정보를 반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

기주식 취득에 있어서 두 방식의 제도 인 차이 에 착

안하여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방식과 자기자본비용 사이

에 존재하는 상 계를 분석한다. 기업의 자기주식 취

득이 략 으로 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련

연구들은 체 으로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주주부에 미

치는 향에 한 분석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유인변수 분석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 자기

주식 취득의 방식이 정보비 칭 상황에서 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국내외에 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

로 주식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방식과 자기자본비용 사

이의 계를 분석한다.

자기자본비용은 주가의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직  추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배당할인평가모형(DDM) 는 다요인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나, 최근에는 회계정보를 이용한 

평가모형으로써 Ohlson[2]에 의해 보편화된 잔여이익평

가모형(RIM: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을 사용하

여 기업의 자기자본비용(ICOE: implied cost of equity)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잔여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한다. 잔여이익평가모형은 회계정보를 이용한 가치

평가모형으로 주가가 미래 기 배당의 재가치의 합으

로 도출된다는 배당할인모형과 순증 계(clean surplus 

relation)를 통해 도출된다.2) 

본 논문은 자기주식 취득과 자기자본비용에 한 기

존의 연구 분야에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공시효과의 측정  자사주 취득 방식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선택과 경 자의 기회주의  행동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향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본 연구는 자사주 매

입 방식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향을 최 로 실증

으로 분석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정보비 칭 상황에서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시장에 정보

를 달하는 신호로 사용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이 신

호를 자본비용에 반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조

달 비용을 이는 방안으로 자사주 취득방식의 선택이 

효과 인지에 한 분석은 기존의 련된 연구에 상당한 

2) 순증 계는 기말의 자기자본은 기 의 자기자본에서 회계이

익을 가산하고 배당을 차감하여 산출된다는 등식 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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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Ⅱ

장은 자사주 취득과 자기자본비용에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요약한다. 제 Ⅲ장에서는 주요 연구가설  연

구방법론을 제시하고, 분석 상이 되는 변수  표본에 

해 서술한다. 제 Ⅳ장에서는 표본에 한 기 통계량

과 자사주매입과 자기자본비용 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

사   한계 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2.1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문헌연구

자기주식 취득에 한 표 인 이론은 정보신호가설

(informational signaling hypothesis)이다. 이 이론에 따

르면 기업의 내부자와 시장 참여자 사이에는 정보비 칭

이 존재하고, 기업의 경 자는 자기회사의 주식가격이 

평가 되어있다고 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을 시장에 

달하는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

기주식 취득에 한 결정은 기업이 시장에 달하는 

정 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주

가에 곧바로 반 하여 주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 이

론에 기 한 표 인 연구들은 Vermaelen[3], Dann[4], 

Lakonishok and Vermaelen[5], McNally[6], 정성창․이

용교[7], 우춘식․신용균[8], 김철교[9], 이태희․김철

규․임병문[10], 김성민[11], 정무권[12], 설원식․김수정

[13], 김 환․정성창[1], 오태형․배근호[14]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 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공시기간 동안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정보신호이론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한  다른 표 인 이론으로는 경

자 기회주의 가설(managerial opportunism hypothesis)

이 있다. 이 이론은 Fried[15, 16]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

으로,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정보비 칭 하에서 기업의 내

부자인 경 자는 단기 인 주가부양을 목 으로 자기주

식 취득을 공시하여 시장에 평가 되었다는 허 신호

(false signal)를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과 련된 연

구로는 Chou and Lin[17], 변진호[18], 변진호․표민교

[1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의 공통 인 결론은 자기주식 

취득 공시가 허 신호일 경우에 해당기업의 장기성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경 자 기회주의 가설이 성립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이론이외에 자기주식 취득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매수합병 방어가설(takeover 

defence hypothesis)3), 잉여 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4), 배당 체가설(dividend substitution 

hypothesis)과5) 버리지가설(leverage hypothesis)6) 등

이 있다. 

자기주식을 직  취득한 기업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 기업에 해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로는 변진호

[18], 설원식․김수정[14], 정무권[13], 김 환․정성창

(2008) 등의 연구가 있다. 변진호[18]는 자사주 매입의 두 

가지 방식 에서 신탁계약의 공시효과가 직 취득의 효

과보다 크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설원식․김수정[14]과 

정무권[12]은 직 취득의 공시효과가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

환․정성창[1]은 자사주 매입의 제도 인 특성들 때문에 

두 방식의 선택 결정요인들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자기주식을 직  취득한 기업은 간  취득한 기업에 비

해 재무  유연성이 높고 직  취득의 공시효과가 간  

취득의 효과보다 주주부에 더 큰 향을 미치고 간  취

득한 기업의 경우에 실제 취득을 기회주의 으로 결정한

다고 보고 간  취득의 경우 투자자들은 허 신호로 인

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2 자기자본비용에 관한 문헌연구

일반 으로 자기자본의 추정에는 배당할인평가모형, 

CAPM, APT, 는 다요인모형 등이 이용되어왔으나 최

3) 매수합병 방어가설은 자사주 매입을 매수합병에 한 방어수

단으로 이용한다는 이론으로 표 인 연구는 Bagnoli et 

al.[20], Denis[21], Bagwell[22], Persons[23], 연태훈[24], 이

익규․주상룡[25] 등이 있다.

4) 잉여 흐름가설은 잉여 흐름의 리인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론으로 표 인 연

구로는 Fenn and Liang[26]과 Grullon and Michaely[27], 김

록․윤성민[28], 이익규․주상룡[25], 신민식․이정숙[29] 

등이 있다.

5) 배당 체가설은 기업이 배당에 한 체수단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이론으로 표 인 연구들은 Grullon and 

Michaely[30], 설원식․김수정․장호윤[31]과 김 록․윤성

민[28] 등이 있다.

6) 버리지가설은 목표자본구조 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갖는 기

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론

으로 표 인 연구는 Bagwell and Shoven[32], 

Hovakimian, Opler and Titman[33], Dittmar[34], Kahle[35], 

변진호[18], 윤성민․김정희․이미정[36], 이익규․주상룡

[25], 설원식․김수정[14]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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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회계이론에 기반한 잔여이익평가모형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잔여이익평가모형은 재의 주가가 기업의 

장부가치와 미래의 잔여이익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미래의 잔여이익을 할인하는 요구수익률이 자기자

본비용이 된다고 주장한다. 잔여이익평가모형은 배당성

장모형과 흐름평가모형의 추정상의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개발되었으며 Ohlson[2]에 의해 보편화되었다. 

Claus and Thomas[37]는 잔여이익평가모형에 기 하여 

미국의 상장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일반 으로 알려진 

수 보다 낮은 약 3%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Gebhardt, 

Lee and Swaminathan[38]는 잔여이익평가모형을 이용

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기업의 특성변

수들과 회귀분석한 결과 기업의 추정자본비용이 장부가

치  시장가치비율, 추정장기성장률, 애 리스트의 이익

추정치의 분산과 한 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Ahn 

et. al[39]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모형들로 국

내 상장기업의 자본비용을 추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실

된 수익률로 측정한 자기자본비용 보다 추정자기자본비

용이 상 으로 기업의 자본비용을 변하는데 더 효과

이라고 주장한다. 한 이들은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

는데 Ohlson and Juettner-Nauroth 모형보다 Ohlson 모

형(잔여이익평가모형)이 더 합하다고 주장한다. 

자기자본비용 추정에 한 국내의 연구로는 고성희

[40], 송 출․이진근[41], 이원흠․최수미[42], 조 석․

조문희[43], 변혜 ․곽수근․황이석[44], 안희 ․최성

호[45], 지상 [49], 오 택[50] 등이 있다. 고성희[40]은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로 분석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더 높고,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송 출․이진근[41]은 국내 

기업을 상으로 CAPM과 Fama and French[46]의 3요

인 모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측정하고, 각 모형

에서 추정된 자본비용 리미엄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낮은 설명력과 매우 큰 표 오차

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흠․최수미

[42]는 KOSPI200에 계속 상장된 기업의 자본비용을 추

정하고,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에서는 자본비용이 과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 석․조문희

[43]는 Eason[47]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을 이용하여 자

기자본비용을 추정하여, 험이 높은 기업의 자기자본비

용이 높고 정보비 칭이 낮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상

으로 낮음을 발견하 다. 변혜 ․곽수근․황이석

[44]은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추정자기자본비

용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 다. 안희 ․최성호[48]는 

기업설명회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계를 분석하고, 기

업설명회가 정보비 칭을 완화시켜서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희 ․최성호

[45]는 회계정보의 질과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 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연구방법론
3.1 표본

본 연구는 2003년부터 1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유

가증권시장에서 직 취득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 

방식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을 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7) 분석기간 직 취득과 간 취득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 기업은 제외하 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에 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표본에서 

제외하 다.

자사주 취득에 한 공시자료는 융감독원의 자공

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 Ohlson and 

Juettner-Nauroth의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용을 계산하기 

해 필요한  애 리스트(analysts)의 이익추정에 한 

자료는 FnGuide에서, 주식수익률에 한 자료와 재무제

표 련 자료는 (주)한국신용평가에서 발행한 

KIS-VALUE에서 구하 다. 분석기간 표본기업과 한국

산업분류기  분류 기 으로 동일한 업종에 포함되면

서 유사한 기업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사주취득을 실

시하지 않은 기업을 응표본으로 선정하 다.

3.2 연구가설

Grullon and Michaley[27]의 연구에 의하면 공개시장

을 통한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자사주 취득을 하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본비용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수익성의 하  투자기회의 감소로 인한 여

유 이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여유 으로 인한 

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기 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여유

7) RIM모형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을 해서는 유한한 

측기간을 t+3기로 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본기간을 

2016년까지로 확장하기 해서는 2019년까지의 주당순이익 

측자료가 필요하나 재는 2016년까지의 회계자료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용 추정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까지로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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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t기의 주식가격

   : t기말의 자기자본의 주당장부가치

   : 자기자본비용

   : t기간의 주당순이익

 


∞

 × 


    : 주당 기 과이익

                                         (2)  

   : t기간의 주식가격

   : t기말의 자기자본의 주당장부가치

   : 자기자본비용

   : t기간의 주당순이익

 


∞

 × 
  

    : 주당 기 잔여이익

   







  × 



×



  × 

흐름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 

신민식․이정숙[29]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증권시장에서

도 자사주 매입 기업은 체계  험과 투자지출의 감소

에 따라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자

사주 취득 기업은 자사주 취득을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

여 자본비용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 1을 설정하 다.

가설 1: 자사주취득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감소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

사주를 공개시장을 통해 직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 취득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하다. 직 취득

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취득을 완료하여야 하고, 정된 

취득 수량을 취득 완료하지 못할 경우 추가 인 취득에 

제한을 받으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반

면, 신탁계약의 경우 보통 6개월부터 2년까지 장기 동안

에 취득 혹은 처분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

결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차이로 인하여 김 환․ 정성창[1]에 의하면 자사주를 

직 취득 하는 기업은 자사주를 간 취득 하는 기업에 

비하여 흐름이 더 양호하고, 부채비율은 낮으며, 수

익성이 좋으나, 주주 지분과 성장성은 낮은 특성을 보

인다고 하 다. 그러므로 자사주 취득 방법에 따라 자기

자본비용에 미치는 향이 상이할 것으로 기 되어 다음

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 다.

가설 2 : 자사주 취득방법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에 미

치는 향은 상이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Grullon and Michaley[27]에 의하면, 

자사주 목표매입비율은 자본비용과 양(+)의 계를 가질 

것으로 기 하고 있으므로, 목표매입비율이 많을수록 자

본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직 취득의 경

우는 목표매입비율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지만, 간 취득

의 경우에는 목표매입비율을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으

므로, 성장성이 낮은 기업이 간 취득을 실시할수록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본비용이 더 많이 감소할 것

으로 기 된다.

3.3 변수의 정의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은 회계학  모형인 잔여이익평

가모형(RIM: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인 자기자본비용

(ICOE)은 잔여이익평가모형의 한 종류인 Gebhardt, Lee 

and Swaminathan[38]의 방법으로 추정하 다. 잔여이익

평가모형은 회계정보를 이용한 가치평가모형으로 주가

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미래 기 배당의 재가치의 합

으로 도출된다는 배당할인모형과 순증 계를 이용하여 

자지자본비용을 추정한다.

배당할인모형을 재구성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t+3기간 이후 잔여이익이 속 인 형

태를 가진다는 Gebhardt, Lee and Swaminathan[38]의 

가정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잔여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하

여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 다. 본 연구의 자본비용추정

에 이용되는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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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추정자기자본(ICOE)의 수 변수와 변

화변수를 사용하 다. 자사주 취득여부가 자기자본비용

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선행연구들을 통

하여 자본비용에 향을 주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기업지배구조(CGS)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한 기업지배구조 수를 사용하 다. 기업지배구조

가 좋을수록 공시시스템의 질이 우수하고, 주주보호권리

가 잘 되어 있어, 경 자가 참호를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평가되지 않음으로 자본비용이 감소

할 것으로 기 된다. 버리지(LEV)변수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측정하는 변수로, 타인자본이 증가할수록 험이 

증가하여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사이에는 음의 상 계

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업규모(SIZE)는 연도 

말 시가총액에 로그값을 취하여 계산하 다. 정보비 칭

이 클수록 자본비용은 증가하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보비 칭의 정도가 완화되어 자본비용을 감소시킬 것

으로 기 된다.

체계  험(BETA)은 해당연도 일별수익률 자료로 

시장모형으로 계산하 다. CAPM에 의하면 체계  험

과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선형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계  험이 높을수록 자본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시장가치/장부가치(MB)는 시장가치를 총자산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시장가치/장부가치 변수는 성장기회

의 용변수로 값이 클수록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비용이 낮으므로, 시장가치/장부가치

가 클수록 자본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주주 지분(OWN)은 당해 연도 말 보유주식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 어 계산하 다. 주주 지분이 많을수

록 경 자의 참호를 구축한다면 주주 지분이 많을수록 

자본비용이 증가하지만, 주주 지분이 많을수록 주주와

의 이해 계가 일치된다면 자본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외국인지분율(FOR) 변수는 해당기업의 당해 연

도 말 외국인 보유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로 나 어 계산

하 다. 외국인지분율은 일반 으로 해당 기업의 지배구

조의 용변수로 사용되는데, 해당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이 높을수록 지배구조가 향상되어 자본비용이 감소할 것

으로 기 된다.

총자산수익률(ROA)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변

수이고, 기업의 수익성이 자본비용에 비치는 향은 많

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일반 으

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자본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기 된다. 재벌(Chaebol)변수는 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 다. 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

본조달비용이 작고, 정보비 칭의 정도가 상 으로 낮

기 때문에 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자본비용

이 낮을 것으로 기 된다.

자사주취득여부(Match)변수는 자사주 취득 기업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자사주 취

득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성장

기회가 낮아지고, 투자기회가 감소하여 여유 흐름을 

감소시키기 해 자사주를 취득하므로, 자본비용이 감소

할 것으로 기 된다. 자사주취득방법(SR_Method)변수

는 공개시장을 통한 자사주 직  취득을 실시한 기업이

면 1,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사주 간  취득을 실시한 기

업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자사주 직 취득은 간

취득에 비하여 상 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킬 것으

로 기 된다. 한, 성장기회와 자사주취득방법과의 교차

변수를 통하여 성장기회가 낮은 기업이 간 취득을 실시

하면 자본비용이 더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4. 분석결과
4.1 기초통계량

<Table 1>은 표본에 한 기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

다. 분석기간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자사주 취득 공

시기업 121개와, 자사주 취득 공시기업과 한국산업분류 

분류 기 에 동일한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 총자산 규

모가 유사한 응표본을 무작 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Table 1>을 보면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은 유의수  10%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자

사주 매입을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 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  

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의 결론 과 일 된다. 기업의 규모, 체계  험, 시

장가치/장부가치 비율, 그리고 주주지분율은 자사주취

득 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외국인지분

율은 자사주 취득 기업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Table 2>에서는 자사주 취득 방법에 따라 자기자본

비용을 비교분석하 다. 자사주 직 취득 기업은 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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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between Repurchasing firms and Non-repurchasing firms using t-test

Non-repurchasing firms
(N=121)

Repurchasing firms
(N=121) T-value

Mean S.D Mean S.D

ICOE 0.1318 0.0876 0.1158 0.0444 1.78*

Chaebol 0.5510 0.5025 0.3941 0.4602 1.64

LEV 1.1672 0.8470 1.1503 0.8739 0.15

CGS 101.8696 28.124 97.4286 31.5542 0.73

SIZE 12.5685 0.6250 12.6124 0.5842 -0.56

Beta 0.8987 0.3696 0.9704 0.3885 -1.47

OWN 0.1101 0.1631 0.1138 0.1680 -0.17

ROA 0.0569 0.0480 0.0685 0.0588 -1.76*

MB 1.7674 1.1939 1.9241 1.4300 -0.93

FOR 0.2346 1.2235 0.1246 0.2865 0.96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Table 2> Comparison of Implied Cost of Equity between Direct / Indirect Repurchasing firms 

Indirect repurchases firms
(N=41)

Direct repurchases firms
(N=80) T-value

Mean S.D Mean S.D

ICOE 0.1275 0.0578 0.1099 0.0444 2.09**

SIZE 12.3134 0.4322 12.7657 0.5946 -4.32***

MB 1.6777 1.2076 2.0503 1.5232 -1.36

ROA 0.0577 0.0556 0.0740 0.0524 -1.58

FOR 0.1543 0.1596 0.3256 0.1974 -4.81***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약을 통한 자사주 간 취득 기업에 비하여 유의수  5%

에서 상 으로 자기자본비용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한 자기주식을 직  취득한 기업은 간  취득한 기업

에 비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 으로 규모가 크

고, 유의수  1% 수 에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과 ROA는 직  취

득한 기업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인 유의

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4.2 회귀분석결과

<Table 3>은 자사주 취득 여부가 자기자본비용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자기주식 취득여부(Match)변수가 유의수  10%

에서 자기자본비용에 음(-)의 향을 주고 있어, 자사주

를 취득하는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기자

본비용이 상 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

(Size)변수와 기업지배구조(CSG)변수는 음(-)의 계수 값

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함을 보이

고 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벌

(Chaebol), 체계  험(Beta)과 주주 지분(OWN)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상했던 부호와 일치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 버리지(LEV)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향을 주고 있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 험이 증

가할수록 자기자본 비용이 상승함을 보이고 있다. 외국

인지분(FOR) 변수는 유의수  5%에서 음(-)의 향을 

주고 있어, 외국인 주주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자기자본

비용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외국인 주주

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리

인 문제도 완화되어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가치/장부가치(MB) 변수는 유의수  

1%에서 음(-)의 향을 주고 있어, 성장기회가 많은 기

업일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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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of stock repurchasing method on Cost of Equity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bl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0188 0.21 0.0818 0.86 0.0818 0.47

SR_METHOD -0.0216** -2.39 -0.0167* -1.89 -0.0481*** -3.46

MB -0.0126*** -4.42 -0.0255*** -4.83

M/B*SR_METHOD 0.0176*** 2.86

SIZE 0.0088 1.20 0.0043 0.54 0.0094 1.19

LEV 0.0087* 1.81 0.0078* 1.67

FOR 0.0209 0.85 0.0079 0.33

adj R-sq 0.0309 0.1539 0.2037

F-value 2.92 5.37 6.12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3> Regression of stock repurchasing on Cost of Equity (Dependent: ICOE)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Intercept
0.1549*
(1.66)

0.1516
(1.59)

0.2090**
(2.42)

0.1184
(1.23)

0.2062**
(2.21)

Match
-0.0159*
(-1.77)

-0.0149*
(-1.66)

-0.0146*
(-1.82)

-0.0142*
(-1.68)

-0.0147*
(-1.84)

Chaebol
-0.0290
(-1.53)

LEV
0.0116*
(1.91)

0.0310***
(5.42)

0.0291***
(4.88)

CGS
-0.0001
(-1.52)

-0.0002
(-1.43)

SIZE
-0.0018
(-0.25)

-0.0025
(-0.32)

-0.0070
(-1.02)

0.0045
(0.58)

-0.0059
(-0.77)

Beta
0.0039
(0.30)

OWN
0.0357
(1.43)

ROA
-0.0885
(-0.90)

0.2996***
(2.93)

0.0700
(0.74)

MB
-0.0262***
(-7.25)

-0.0180***
(-5.24)

-0.0263***
(-7.12)

FOR
-0.0548**
(-2.09)

-0.0200
(-0.77)

adj R-sq 0.0539 0.0482 0.2375 0.1550 0.2328

F-value 4.52 2.39 12.20 8.66 11.88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able 4>는 자사주 취득 방법이 자기자본비용의 변

화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회기분석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사주 취득 방법

(SR_method)의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향을 주고 있어, 자사주 직 취득 방법이 자사주 간 취

득 방법에 비하여 상 으로 자기자본 비용을 낮춰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시장가치/장부가치(MB)가 유의수  1%에서 유

의미한 음(-)의 향을 주고 있어, 성장기회가 많은 기업

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함을 보

이고 있어, 성장기회가 하되는 기업은 여유 을 

이기 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여유 흐름가설

을 지지하는 결과를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Model 3에서 성장기회와 자사주취득 방법과의 교차변

수(MB*SR_Method)는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양(+)의 향을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성장기회가 

감소하는 기업이 자사주 직 취득 보다 자사주 간 취득

을 실시할수록 자기자본비용이 상 으로 더 많이 감소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사주 취득 방법에 따

라 정보비 칭의 완화정도가 상이하며, 자사주 취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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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선택이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장기회에 한 신호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하는 신호가 해당 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에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은 제도 이 차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은 시

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달할 수 있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자사주 매입이 주주부에 미치는 향, 

방식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유인변수 분석 등에 한정

되어 있으나, 취득 방식이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무하고 이 을 실증

으로 분석한다는 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3

년 사이에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한 기업들에 한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낮게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 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  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본비용을 감소

시킨다는 주장과 일 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  취득

한 기업은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  취득 기업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이 가

지는 것을 발견하 다. 이 결과는 경 자들이 간  취득

을 통해 매우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 자의 기회주의  행동을 시장은 정확히 단하여 자

기자본비용에 반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

하자면, 시장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신호효과를 정확히 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

에 반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은 기업이 간  취득을 공

시할 때 이 신호를 경 자들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단하고 이 정보를 자본비용에 반 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 한 한계로 

가장 최근 기업에 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추

가 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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