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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fic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community credit unions in Korea from 2011 to 2017. To do so, I employ fixed-effects panel 
analyses using credit union level panel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This study finds evidence that business diversification is likely to lower 
the ratio of troubled loans, which means improving asset quality of credit union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fication and asset quality is not linear but nonlinear, which 
means over-diversification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asset quality. Next, diversification 
tends to increase profitability. Specifically, although diversification results in a rise in 
expenditures, an increase in profits made by diversification outweighs the rise in expenditures, 
which contributes to profitability. Put together, diversification would be a good business 
strategy to improve both profitability and asset quality. Given a result that fast loan growth 
deteriorates asset quality, credit unions’ managers might adopt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to 
enhance asset quality, and not to pursue their own objectives motivated by moral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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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기업에 

대한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 on equity)

은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평균적인 보상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자기

자본비용(cost of equity) 또는 주주의 기대수

익률(expected return on equity)은 기업의 투

자와 자본조달 및 배당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자

기자본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학계뿐

만 아니라, 투자업계와 기업경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론적으로나 실무

적으로 특정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잘못된 가정이나 

관행을 통해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사용하여 기대수익률을 추정

하거나 초과이익모형(residual income model)

이나 초과이익성장모형(abnormal earnings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내재적 자기자본

비용(implied cost of equity)을 역산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서

는 어떤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투

입 변수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매

우 상이한 자기자본비용 추정치를 산출하게 된

다. 일례로, 자기자본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equity market risk premium)에 대해 배당성

장모형을 사용한 Fama and French (2002)는 

이를 2.6%로 추정하였고, 초과이익모형은 사

용한 Claus and Thomas(2001)는 3.4%로, 그

리고 초과이익성장모형을 사용한 Gode and 

Mohanram (2003)은 1.7%로 추정하였다. 이

러한 추정치는 Damodaran (2006)이 보고한 

사후 수익률로 추정한 자기자본의 시장위험 프

리미엄(market risk premium)인 4.9%와도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기의 실증분석은 미국 주식시장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선진국 자본시장

에 비해 시장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 자본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Harvey (1991)와 

Ferson and Harvey (1993)는 신흥국 자본시장

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자본비용 모형(inter- 

national cost of capital model, ICCM)을 사

용하는 것이 선진국 시장에 적용되는 자산가격

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s)을 그대로 사

용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러한 학계의 연구는 추정 절차가 복잡하여 실

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자본시장 특히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자본비용 추정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적합성과 

편의성의 문제는 투자실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가치평가 

모형을 내재화하여 상장기업의 자본비용 추정

과 가치평가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블룸버그

(Bloomberg)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자본비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블룸버그 서비스는 전

세계 72개국에서 기업 및 시장, 여러 자산 형태

에 대한 뉴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국의 투자

자와 애널리스트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만

한 글로벌시장 데이터와 재무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비용의 추정에 있어

서도 각국의 자본시장에 속한 모든 기업의 자

료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자본비용 모

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블룸버그 서

비스는 각국의 상이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모형을 획일적

으로 프로그램하여 각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

다. 따라서 비록 블룸버그 서비스의 국제적 명

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접

근법이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에 적합

한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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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를 검증한다.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한국 자본시장 고유의 비체계적 위험 

(idiosyncratic risk)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대안

으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모형과 국제자본비용

모형을 사용한 자기자본 추정 방법을 검토한

다.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모형은 이론적 우수

성에도 불구하고 추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

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국

제자본비용 모형은 편의성과 적합성이 블룸버

그 모형 보다 높아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블룸버그 

방식에 따른 미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과

정을 살펴보고 동일 모형을 한국기업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즉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비용 추정 방

법이 합리적으로 한국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서 

블룸버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

국시장 중심으로 설계된 블룸버그 모형이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에 있어 오류를 발생

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자

본비용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한국기업의 자

기자본비용과 비교 분석하여 대안적인 모형을 

제시한다. 관련하여 Lee Young-Joo and Ahn 

Seoung-Pil (2013)은  한국기업은 임의적인 방

법으로 자본비용을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자본

비용모형으로 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장기 

투자결정에 있어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예를 통해 블룸버그 방식은 미국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모형을 한국 자본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한국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을 과대추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자기자본비용의 과대 추정은 한국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을 과대 

추정한 결과로서 이는 블룸버그에서는 모든 한

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과대 추정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방

법을 수정하여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을 고려한 국제자본비용 모형을 사

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한국기

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의 기여를 한다. 첫째, 블룸

버그 서비스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개발된 자기

자본비용 모형을 수정 없이 한국기업에 적용함

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실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 국제자본비용 모형의 유용

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무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룸버그 서비스가 제

공하는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 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보다 합리적

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평가와 투

자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모형과 국제자본비용 모

형을 타당성을 논한다. 3장은 블룸버그에서 제

시하는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국제자본비용모

형을 이용한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 방

법을 제시한다. 5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Ⅱ. 자기자본비용 추정 모형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은 주주의 입장에서 특

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사전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 on 

equity)을 의미한다. Elton (1999)과 Lundblad 

(2007)가 주장하듯이 역사적 실현수익률은 기

대수익률의 불편 추정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자본비용을 추

정하는 데에는 자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을 사용하는 방법과 현재의 주가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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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implied cost of 

equity)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모

형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논의한다. 또한 시

장전체의 평균적인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는 연

구에 대비하여 개별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문제에 있어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모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

로 국제자본비용 모형의 사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자본비용모형은 기본적으로 다요인

모형(multifactor model)으로 시장위험 프리미

엄에서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분리하여 새로운 

위험요인(risk factor)로 분석하고 있다. 

1.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implied cost of equity)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

한 정보가 담긴 현재의 주식가격을 기업가치 

평가 모형에 대입하여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적

용하는 자기자본 비용을 역산하는 방법이다.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

는 대표적인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는 고든성

장모형(Gordon growth model)과 초과이익성

장모형(abnormal earnings growth model)이 

있다. 식 (1)에서 보듯이 고든성장모형에 따르

면 현재 time = 0에서  자기자본비용은 미래의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을 현재의 주

가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미래의 순이익의 

성장을 가정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는 개

념을 쉽게 설명해 준다.

 


                        (1)

이러한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다 정교한 

기업가치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내재적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이익성장모형

(abnormal earnings growth model)이 그 예

가 되겠다. Gode and Mohanram (2003)

과 Easton (2004)는 Ohlson and Juettner- 

Nauroth (2005)의 초과이익성장모형에 기반하

여 식(2)와 같이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을 추

정하고 있다. 

  

 


×

  


×





 




and 



    (2)

여기서 g2는 단기성장률이며 gp는 영구성장

률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식 (2)에서 

도출되는 자기자본비용은 개념적으로 다음 기

의 기대이익과 그 이후 시점에서 발생할 것으

로 기대되는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Baik Bok-Hyeon (2011)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하여 한국거래소

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2개 기업에 대

해 추정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이 평균 14.5%

이고 범위는 6.6%에서 27.7%라고 하였다. 또

한 사용된 가치평가 모형에 따라 추정치의 차이

가 존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모형에 따라 

6.9%에서 18.20%까지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이 

추정되었다. Gode and Mohanram (2003)

의 초과이익성장모형에 의해 추정된 삼성전자

의 자기자본비용은 18.20%이다.  

참고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전체에 대해 

추정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은 Yoon Joo- 

Young and Shin Hyun-Han (2018)의 연구에 

의하면 평균 18.1%이다. 국고채 3년물의 만기수

익률인 약 4%를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하였기 때

문에 시장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은 약 15%로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Byun Hae-Young, Kwak Su-Keun and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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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eok (2008), Hwang Lee-Seok, Lee Woo- 

Jong and Lim Seoung-Yeon (2008), Lee 

Jae-Hong and Oh Myeong-Jeon (2015), 그

리고  Park, Jun-Ho, Jin Seoung-Hwa and 

Cha Sang-Kwon (2016)의 연구에서 추정한 

한국기업에 대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과 유사

한 값이다.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내재적 자기

자본비용을 이용해 추정한 미국 주식시장의 평

균 시장위험프리미엄은 Gebhardt, Lee and 

Swaminathan (2001)은 0.9%로 Claus and 

Thomas (2001)는 3.4%로 추정하여 S&P500

지수의 과거 평균수익률(historical average 

return)인 4.9%에 비해 낮게 추정하였다. 반면

에 Ohlson and Juettner-Nauroth (2005)는 

8.2%로 추정하여 S&P500지수 역사적 수익률 

보다 높았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내재적 자기자본비용 추

정치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내재적 자기자본

비용의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에

는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며 또한 사용된 가치

평가 모형에 따라 추정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

동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가 적

정하게 시장에서 평가되어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익의 성장률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추정

에 오류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에서 형성된 주가나 애널리스트의 이익예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정한 내재적 자본비용에도 

측정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의 주가를 기

초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므로 추정 시점에 

따라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치가 변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기

자본비용을 추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

한 내재적 자기자본비용의 문제는 전체 상장기

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

에 대한 추정 오류가 서로 상쇄되므로 크게 문

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개별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문

제에 있어서는 추정오차가 많을 수 있다. 따라

서 다음에서는 개별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추정

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비용모형

에 대해 논한다. 

2. 국제자본비용모형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또 다른 모형은 자

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s)을 이용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개

발된 이러한 자산가격결정모형은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유용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Harvey (2000)는 신흥시장의 시장수익률과 개

별기업의 주가수익률로 추정한 회귀베타와 자

기자본비용의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으로 신

흥시장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적합

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Yoon Joo-Young 

and Shin Hyun-Han (2018)은 CAPM 방식으

로 추정한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할 

경우 자본비용과 기업의 투자결정간의 이론적

인 음(-)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여 한

국 기업의 자본비용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적 자

산가격결정모형이 한국에서의 실증연구에서 설

명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한국의 자본시장 발

달정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한국기업의 

체계적 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가격결정모형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 고유의 국

가위험(country risk)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본비용모형(international cost of 

capital model)은 이러한 국가위험에 대한 프

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므로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기업들의 자본비용 추정에 적합할 수 

있다. Damodaran (2006)이 제시한 국제자본비

용 모형은 아래의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



아태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2018년 12월34

여기서 Rj는 한국의 j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이다. Rf는 무위험 이자율로 미국 장기국채의 

사후 수익률로 추정한다. 는 산업평균 베타

에서 개별기업 j의 레버리지 효과를 조정한 값

이다. MRP는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으로 미국의 S&P500지수의 사후 실

현수익률에 무위험 이자율을 차감하여 추정한

다. 추가적으로 한국고유의 국가위험은 국가위

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 CRP)를 

통해 추정하다. 는 개별 기업의 국가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며 Erb, Harvey and 

Viskanta (1996)는 CAPM 베타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자본비용모형은 무위험 이자

율과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할 때 한국시장 

자료를 이용하여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며 한국 고유의 국가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CAPM을 그대로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비해 다음의 장점이 있다. 첫째, 한국시장의 시

계열 자료가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과거 사후수

익률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미국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계열자료가 존재하여 

사후 수익률 추정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한국시장은 현재 선진국시장으로 진

입을 앞두고 있으나 과거의 높은 변동성과 자

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과거 자료

(historical data)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한국 자

본시장의 성숙도를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시장 자료는 앞으로 한국 자본

시장이 성숙될 때 위험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

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료로 추정한 시

장위험 프리미엄은 선진국 시장에서 추정하는 

값보다 높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

미엄이 한국의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두 종류의 위험 프리

미엄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자본비용모형의 장점을 

이용하여 CAPM을 한국기업에 적용하여 자기

자본비용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

정 보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블룸버그(Bloomberg)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비용 추정방식을 설명하고 

미국기업에 대해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한 사례

를 제시한다. 이와 비교하여 블룸버그에서 추

정한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대비시켜 블

룸버그 방식이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추

정하는 데에도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

증하고자 한다. 

Ⅲ. 블룸버그 서비스의

자기자본비용 추정

1. 블룸버그 방식의 미국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용 추정

블룸버그는 CAPM모형으로 각 기업의 자기

자본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Figure 1>은 블룸

버그에서 추정한 Apple Inc.에 대한 자료이다.　

2018년 1월 24일 기준으로 Apple Inc.의 자기

자본비용을 10.8%로 추정하고 있다. 무위험수익

률 2.63%와 시장 기대수익률(market expected 

return) 9.92%, 그리고 Apple Inc.의 회귀 베

타 1.127을 CAPM 모형에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회귀베타는 디폴트로 

지난 5년간의 S&P 500 지수 주간수익률간의 

회귀분석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은 시장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로 정의되며 주

식위험 프리미엄(equity risk premium)은 베

타와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곱이 된다.

<Table 1>은 블룸버그에서 동일한 방법으

로 추정한 다른 미국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용을 

예시하고 있다. 즉 2018년 1월 24일에 추정한 

Alphabet Inc.의 자본비용은 11.4%이며 Tesla 

Inc.는 16.4%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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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cted Return on Equity for Selected US Stocks

Company Risk-free Rate
Market 

Expected 
Return

Country Risk 
Premium

Regression 
Beta

Expected 
Return on 

Equity

Apple Inc. (AAPL)

2.63% 9.92% 7.29%

1.127 10.8%

Alphabet Inc. (GOOG) 1.203 11.4%

Tesla Inc. (TSLA) 1.889 16.4%

Notes: 1. Letters in parenthesis are stock trading symbols.
Source: Bloomberg (2018).

Fig. 1. Estimation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for Apple Inc.

Source: Bloomberg (2018).

되어 있을 때 고베타(high beta) 주식인 Tesla 

Inc.가 가장 높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 기업의 영업의 불확실성이 타 기업들

에 비해 높다고 생각할 때 수긍이 가는 결과이

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이자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 중 하나인 Apple 

Inc.의 자기자본비용을 10.6%로 추정된 것은 

미국시장의 역사적 평균 S&P500 지수의 수익

률이 약 1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추정치로 보여 진다. 이는 또한 성장성

은 높으나 현재 적자상태이고 미래 수익성의 

불확실이 매우 높은 기업인 Tesla Inc.의 자기

자본비용을 16.4%로 추정하고 있어 고위험주

식의 자기자본비용의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자본비용 추정 방법은 어느 정도 합리적

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블룸버그 서비스의 편의성과 적시성을 고려할 

때 수작업으로 각 기업의 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비용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블룸버그 서비스의 이와 같은 편

의성과 효율성이 다른 나라 기업들의 자본비용 

추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룸버그에서 한

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자기자본비용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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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ion of beta for Samsung Electronics Inc.

Source: Bloomberg (2018).

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블룸버그 방식의 한국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용 추정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본비용 추정

방법이 각 나라별로 상이한 자본시장 발달단계

와 국가위험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면 전 세

계의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자본비용 추정치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수정 없이 

기계적으로 다른 나라 자본시장에 적용한다면 

추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한

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자기자

본비용 추정 과정과 그 측정치를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Figure 2>는 삼성전자의 회귀베타 추정 과

정이다. 지난 5년간의 KOSPI 지수와의 주간수

익률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실질베타를 1.256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Apple Inc.의 베타값 

보다는 다소 높으나 Alphabet Inc.의 베타값과

는 상당히 유사하다. 조정베타는 추정시점 마

다 회귀베타의 추정치가 변동하는 문제를 조정

하기 위해 실질베타에 가중치를 2/3를 주고 베

타값 1에 가중치를 1/3 주어 계산한 값으로 여

기서는 1.170이 된다.

<Table 2>는 앞에서 계산한 베타값을 적용

하여 블룸버그에서 보고한 삼성전자의 자기자

본 비용으로 16.3%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Apple이나 Google의 자기자본비용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불확실이 매우 높은 Teslar 

Inc.와 비슷한 수준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한

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비용이 

16.3%라는 것은 다른 한국기업들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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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cted Return on Equity for Samsung Electronics

Company Risk-free Rate
Market 

Expected 
Return

Country Risk 
Premium

Regression 
Beta

Expected 
Return on 

Equity

Samsung Electronics 2.64% 13.95% 11.31% 1.256 16.3%

Source: Bloomberg (2018).

비용은 이 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

미하므로 과대 추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Metrick and Yasuda (2011)에 의하면  Pastor 

and Stambaugh (2003)의 4요인 모형을 적용

하여 추정한 미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수익

률이 15%라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15% 정도일 때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비용이 15% 보다 높다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 

세부 입력 변수값을 살펴보면 무위험 수익률

은 미국과 비슷한 2.64%로 추정하고 있다. 반

면 한국시장 기대수익률은 미국의 9.92% 보다 

높은 13.95%로 추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자기자본비용 추정치가 미국의 

ICT 기업들에 비해 높게 추정된 요인으로 보인

다.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보면 한국이 11.31%

이고 미국이 7.29%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한

국의 국가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미국에 비해 

4% 정도 높다면 이 수치가 정당화 되겠지만 한국

의 국가 신용등급(AA+)과 CDS (country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지난 5년 평균 50bp (basis 

point) 즉 0.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하

게 높은 수치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시장의 

시장 기대수익률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이 과도

하게 추정된 이유는 블룸버그에서 KOSPI지수 

수익률을 시계열이 있는 모든 과거 자료로 추

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시장과 같이 시계열 자

료가 길고 자본시장이 성숙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추정치가 미래의 시장수익률을 예

측하는 데 적합할 수 있겠으나 한국 주식시장

과 같이 시계열 자료가 짧을 경우 미래 시장수

익률의 불편추정치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블룸버그에서는 체계적으로 한국 기

업들의 자기자본 비용을 과대 추정되는 문제점

이 있으며 이는 시장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있

어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다른 신흥시장에도 동

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진다. 체계적

으로 과대 추정된 자기자본 비용은 한국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내재가치를 낮

게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블룸버

그 모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흥

시장의 고유의 기관적 위험요소(institutional 

risk factor)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음에서는 한국 기업에 적합한 대안으로서의 국

제자본비용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정전자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

는 과정을 예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특정 모형이 

평균적으로 자기자본비용 추정에 오류가 있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의 개

별 기업의 자기자본 추정에 대한 분석은 그 추

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오류를 파

악하고 개별 기업 단위에서 추정오류가 있는지

를 파악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Ⅳ. 국제자본비용모형에 의한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의

추정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시장기대수익률(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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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turns on Major US Stock Index and Treasuries

S&P 500 Return 3-month Treasury 
Bill Return

10-year Treasury 
Bond Return

Market Risk 
Premium

1928-2017 9.65% 3.39% 4.88% 4.77%

1968-2017 10.05% 4.77% 6.76% 3.29%

2008-2017 8.42% 0.41% 3.86% 4.56%

Source: Damodaran, http://pages.stern.nyu.edu/~adamodar/, 2018.

expected return)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

으므로 국제자본비용모형을 이용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Damodaran(2006)의 국

제자본비용모형을 기초로 다음의 식 (4)를 이용

하여 삼성전자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

 ××



×







  

  (4)

식 (4)에서 한국기업 j의 자기자본비용은 미

국의 무위험 수익률(Rfus)과 미국의 시장위험프

리미엄(MRPus)을 사용하여 추정한 다음 한국의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을 

더해서 산출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위험 프리

미엄은 한국의 국가부도스왑 (country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에 채권시장 대비 주식

시장의 상대적 변동성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음에서는 각 투입변수를 어떻게 추정하였는지

를 보여준다.

(1) 무위험 수익률과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추정 

<Table 3>은  미국 주가지수와 국채에 대해 

기간별로 기하평균으로 계산한 수익률이다. 

1928년에서 2017년 까지 S&P 500 주가지수 

수익률은 9.65%이다. 동일 기간에 미국 10년

물 국채의 연평균 수익률은 4.88%이며 3 개월 

단기국채 수익률은 3.39%이다. 무위험 수익률

(Rfus)은 미국 국채수익률로 추정한다. 이는 

무위험 수익률의 개념에 따라 국가 부도위험

(country default risk)이 존재하는 한국국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부도위험이 사실

상 없는 미국국채 수익률로 추정한 것이다. 

Damodaran (2006)에 의하면 기업의 장기

적인 자본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무위험수익률은 장기국채 수익률이 적합하

다고 하며, 이에 따라 4.88%를 무위험 수익률

로 추정한다. S&P 500 주가지수에 대한 배당

조정 후 연평균 수익률인 9.65%와 무위험 수

익률 4.88%의 차이인 4.77%를 미국 주식시장

에서의 평균적인 보상인 시장위험 프리미엄

(market risk premium, MRPus)으로 추정한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부분을 국가위험 프리미

엄(country risk premium)으로 정의하고 있으

나 국제자본비용모형에서는 미국시장에서의 평

균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시장위험 프리미엄

으로 정의하고 미국 이외 국가의 추가적인 위

험에 대한 보상을 국가위험 프리미엄으로 정의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베타의 추정과 국가위

험 프리미엄 추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베타의 추정 

블룸버그에서 보듯이 실무에서 개별 기업의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은 회귀베타를 구하는 것

이다. 이는 과거의 주가수익률과 벤치마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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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turns on Major US Stock Index and Treasuries

Industry  Name Number of 
firms Beta D/E Ratio Tax Rate Unlevered Beta

Electronics  (General) 1298 1.27 0.15 0.14 1.14 

Semiconductor 542 1.49 0.16 0.11 1.34 

Telecom. Equipment 106 1.20 0.58 0.16 0.83 

Average 　 1.32 0.29 0.14 1.10 

Source: Damodaran, http://pages.stern.nyu.edu/~adamodar/, 2018.

시장지수 수익률의 시계열 자료를 필요로 한

다. 개별 기업의 회귀베타는 추정 시점에 따라 

추정치가 변동하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인 기업

의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포트폴리오 베타는 장기적으로 안정

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에 대해 Damodaran 

(2006)은 베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산

업의 특성, 재무레버리지(financial leverage), 

그리고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베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산업 평균 베타를 기본적

으로 사용하여 베타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개별 기업의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조정하

면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베타를 구할 수 있다. 단  

영업레버리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은 생략한다. 이와 같

이 산업평균 베타를 특정 기업의 사업부문별로 

가중평균하여 구한 베타를 Damodaran (2006)

은 Bottom-Up 베타로 정의하고 있다.

재무레버리지의 차이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은 수식 (5)의 Hamada 모형을 이용하여 부채

를 조달한 기업의 베타(levered beta, L)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베타(unlevered 

beta, U)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5)

삼성전자의 영업활동은 크게 세 개의 사업부

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가전, 반도체, 통

신장비 부분이다. <Table 4>에서는 각 사업부

문별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베타값을 보여준

다.  삼성전자는 연도별로 각 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기 있지만 

동일한 비중을 적용하여 평균 베타값을 구하면 

1.32가 된다. 이에 Hamada 모형을 적용하여 

산업평균 부채비율과 세율로 unlevered beta

를 구하면 1.10이 된다. 

여기에 2017년말 삼성전자의 부채/자기자본 

비율(debt to equity ratio)인 9.36%와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24.2%를 Hamada 모형에 적용

하면 삼성전자의 levered beta를 1.18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회귀베타

인 1.256에 비해서는 낮게 추정되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분의 

비중이 동일하다는 가정과 현재의 부채-자기자

본비율의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우선 최

근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을 볼 때 반도체 부분

의 실적이 타 사업부문 보다 매우 높고 상대적

으로 가전과 통신장비 부문의 실적은 저조하

다. 따라서 반도체 부문의 추정 시장가치가 타 

부문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사

업부문의 추정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결

정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베타가 평균 1.49로 

다른 두 산업군에 비해 높으므로 추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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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itivity of Beta Estimation to the Changes in Divisional Weights and Debt-to-Equity 
Ratio

             Weights
Debt-to-Equity 40% 45% 50% 55%

15% 1.26 1.27 1.29 1.31

20% 1.30 1.32 1.34 1.36

25% 1.34 1.36 1.38 1.40

30% 1.38 1.40 1.43 1.45

Source: Damodaran, http://pages.stern.nyu.edu/~adamodar/, 2018.

부문 평균베타가 1.32 보다 높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부채/자기자본 비

율이 산업평균인 29% 보다 낮은 9.36%에 불

과하여 장기적으로 산업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베타 추정치를 높

일 것이다. 

<Table 5>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비중

이 현재의 33%에서 55%까지 증가하고 동시에 

부채/자기자본 비율이 현재의 9.36%에서 30%

까지 증가할 때 베타의 변동을 추정하고 있다. 

부채비율의 변동과 산업부문 가중치의 변동은 

베타 추정치를 최초의 1.18에서 최대 1.45 까

지 높일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부채/자기자

본 비율이 앞으로 20%로 상승하고 반도체 부

분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베타는 1.34이다.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비용은 

이러한 베타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국가위험 프리미엄의 추정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 

CRP)은 한국과 같이 미국에 비해 국가 차원에

서 변동성이 더 높은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위

험에 대한 보상 정도를 측정한다. 이는 투자자

들이 선진국 증시 보다 신흥국 증시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대수익률의 증분을 나

타낸다. 이는 삼성전자가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더라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을 때 국가위험도의 차이에 의해 자기자본 

비용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

가위험 정도에 대한 척도가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찰 가능한 보상을 알 수 있어야 한

다. 우선 국가위험에 대한 척도는 Moody’s 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국가 신용등

급을 참조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Moody’s 

가 한국에 부여한 국가 신용등급은 Aa2이다. 

이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시장에서의 보상 즉 

가산금리는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가 국

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자본비용과 대비하

여 구할 수 있다. 이 가산금리를 일반적으로 국

가 부도스왑(country default swap, CDS) 프

리미엄이라 지칭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이고 CDS 프리미엄

이 0이므로 미국 국채 발행이율과 Aa2 등급을 

받은 국가의 국채 발행이율을 비교하면 Aa2 국

가의 CDS 프리미엄을 추정할 수 있다. 

Damodaran (2018)의 자료에 의하면 Aa2 등

급을 받은 국가의 역사적 평균 CDS 프리미엄

은 51bp (basis point)이다. 즉 한국과 같이 

Aa2 등급을 받은 국가는 최상위 등급인 Aa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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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rical Volatility of KOSPI Index and 10-year Korean Government Bonds

Source: Bloomberg (2018).

받은 국가의 국채발행 금리에 비해 추가적으로 

51bp 또는 0.51%를 더 주고 자금을 조달하여

야 한다. 국가위험에 대한 보상은 시장에서 형

성되는 CDS 프리미엄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공사의 자료에서 2017/ 

11/27에서 2018/10/1 기간의 한국 국채 5년물

의 CDS 프리미엄은 평균 46bp (basis point)

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기 59 bp 와 36 bp 

이다. 따라서 한국 국가위험도에 상응하는 가

산금리 즉 CDS 프리미엄은 50 bp 정도일 것으

로 추정된다. 이처럼 현재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동일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

의 역사적 평균 CDS 프리미엄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채의 역사적 평균 CDS 프리미엄을 이

용하여 한국의 국가위험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보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측

정한 CDS 프리미엄은 국채 즉 채권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보상이고 주식의 변동성은 채권의 변

동성 보다 더 높으므로 CDS프리미엄을 자기자

본 비용을 구하는 데 바로 적용한다면 주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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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국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과소평가하

게 된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

권시장에 형성된 CDS 프리미엄을 주식시장에

서의 국가위험에 대한 보상 즉 국가위험 프리

미엄(country risk premium)으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이는 Damodaran (2006)이 제안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대적 변동성(relative 

standard deviation)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Figure 3>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재공한 

1950/1/20에서 2018/1/20의 기간 동안의 KOSPI 

지수수익률과 10년물 한국 국채수익률의 변동

성을 보여 준다. 수익률의 표준편차(시그마)를 

보면 KOSPI 지수수익률의 시그마는 4.1936%

이고 국채수익률의 시그마는 2.8545%이다. 이

를 이용하여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 

변동성을 구하면 1.47배 (= 4.1936%/2.8545%)

가 된다.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1.47배 더 높으며 그 만큼 채권

에 비해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이 더 높아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블룸버그에서 조

사된 글로벌 마켓 데이터를 이용하면 전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의 평균 시그마는 2.2204%이

고 채권시장 수익률의 시그마는 1.1064%이다. 

따라서 글로벌 평균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 변동성은 2.01배 (= 2.2204%/1.1064%)

가 된다. 한국시장은 전세계 평균에 비해 주식

시장 채권시장 모두 변동성이 두 배 가량 높으

나 주식시장의 상대적 변동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추정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인 

0.5%(50 bp)에 한국의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

장의 상대적 변동성인 1.47을 곱하여 한국의 

국가위험 프리미엄(CRP)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0.735%가 된다. 요약하자면 CDS로 추정

한 한국 채권시장에서의 국가위험에 대한 보상

이 0.5%일 때 한국주식시장은 채권시장 보다 

1.47배 더 위험하므로 주식시장에서의 국가위

험에 대한 보상 즉 CRP는 0.735%가 된다. 이

는 미국의 유사 기업에 비해 한국 시장에 속한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평균적으로 0.735%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Lee Young- 

Joo and Ahn Seoung-Pil (2013)은 이렇게 추

정한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한국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로 간주하였고 그 추세를 볼 

때 한국 디스카운트는 한국 자본시장이 성숙되

어 감에 따라 거의 소멸되고 있다고 하였다.

(4) 국가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국제자본비용모형인 수식 (4)에 따르면 국가

위험 프리미엄(CRP)에 대한 민감도인 람다(λ)

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국제적 범위에 따라 상

이하다. 람다는 베타와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삼성

전자의 경우, 영업활동의 범위가 극단적으로 

국제화되어 있어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

는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삼성전

자의 한국 국가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국내 

영업 위주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수출

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여러 국

가의 국가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 나라별 또는 지역별 국가위험 프리미엄

을 해당 지역 매출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국가위험 프리미엄과 민감도를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6)에서 j 기업이 영업하고 있

는 c국가들에 대한 국가위험 프리미엄과 람다

는 그 특정 국가에 대한 매출액 비중 w로 가중

평균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각 국가별 매출은 

해당 국가의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가별 람다는 1로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라고 할 때 브

라질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브라질의 국가 위험

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브라질 매출액의 람다는 

1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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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lobal Distribution of Sales Revenues and Country Risk Premium for Samsung 
Electronics

Proportion of 
Sales Revenues

Country Default 
Swap (CDS) 

Premium

 Relative 
Standard 
Deviation

Country Risk 
Primum (CRP) 

Weighted 
Average CRP

Korea 10% 0.50% 1.47 0.74% 0.07%

China 18% 0.60% 2.01 1.21% 0.22%

Other Asia 19% 1.98% 2.01 3.98% 0.76%

Europe 23% 1.03% 2.01 2.06% 0.47%

America 30% 0.67% 2.01 1.34% 0.40%

Sum 100% 1.92%

Source: Annual Report, Samsung Electronic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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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서는 2018년 삼성전자 연차보

고서에 나타난 삼성전자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타지역

의 매출비중은 합산되었다. 국가별 매출비중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좀 더 정밀한 추정이 가

능하나 연차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세부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매출액 비중으로 파악했

을 때 삼성전자는 한국의 국가위험에는 10%정

도 노출되어 있지만 중국 국가위험에는 18%, 

타아시아지역에는 19%, 유럽에는 23%, 아메리

카 국가들에는 30%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표의 두번째 열은 CDS 프리미엄

으로 한국과 중국은 국가별 그리고 타지역은 

그 지역에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으로 

가중평균한 CDS 프리미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선진

국 시장으로 CDS 프리미엄이 0이나 중남미 국

가들은 상당히 높은 CDS 프리미엄을 가지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으로 가중평균한 아메리

카 지역 CDS 프리미엄은 평균 0.67%(67 basis 

point)이다. 다음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대적 변동성(relative standard deviation)은 

한국의 경우는 1.47을 다른 지역은 글로벌 평

균인 2.01을 적용하였다. 네 번째 열은 국가 위

험프리미엄으로 2열과 3열의 곱이다. 마지막 

열에서는 삼성전자의 각 지역별 매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국가위험프리미엄이다. 

<Table 6>의 마지막 행은 식 (6)에 따라 계

산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에 따른 각 국가

의 국가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위험프리미엄

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다. 즉 삼성전자의 글

로벌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국가위

험 프리미엄이 1.92%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

위험 프리미엄이 0.74%이므로 삼성전자에 대

한 국가위험 프리미엄 1.92%는 삼성전자가 평

균적으로 한국보다 국가위험이 높은 신흥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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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stimation of the Cost of Equity for Samsung Electronics

Risk-free rate Beta  Market Risk 
Premium (MRP)

Country Risk 
Premium (CRP) Cost of Equity

Bloomberg 2.64% 1.256 11.31% 16.30%

International 
Cost of Capital 
Model (ICCM) 

4.88%

1.18

4.77% 1.92%

12.43%

1.34 13.20%

1.45 13.72%

Source: Bloomberg, 2018. Damodaran, http://pages.stern.nyu.edu/~adamodar/, 2018.

서의 영업활동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한국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의 

추정

앞에서 논의한 국제자본비용모형과 구체적

인 입력 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식 (4)에 대입하

면 한국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Table 7>에서와 같이 자기

자본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첫 행은 <Table 

2>에서 블룸버그(Bloomberg)가 추정한 값으

로 국제자본비용모형의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

다. 우선 무위험수익률(risk-free rate, Rf)과 시

장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은 <Table 3>에서 추정한 1928년에서 2017년 

간의 미국시장 자료이다.  베타는 산업평균 베

타를 재무레버리지로 조정한 값으로 <Table 

5>에서 부채비율에 대한 가정과 반도체 부문의 

비중에 대한 가정에 따라 최소 1.18에서 최대 

1.45까지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

고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

은 국가별 매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추정한 

<Table 6>에서 제시한 값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기자본비용을 구하

면 12.43%에서 13.72%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삼

성전자에 대한 자기자본 비용인 16.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추정치이다. 

결과적으로 블룸버그의 방법은 현재의 한국

국채 수익률을 사용하여 저금리 시대에 무위험 

수익률을 역사적 평균에 비해 낮게 추정하고 

동시에 한국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변동성

이 높았던 과거 한국 주식시장의 시계열 자료

에 의존하여 높게 추정함으로서 삼성전자의 자

기자본 비용을 과대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

표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비용이 16.3%라는 것은 미국의 타 

경쟁기업에 대해 블룸버그가 추정한 자기자본 

비용에 비해서도 매우 높으며 현재 적자를 보

고 있는 기업인 Tesla Inc. 의 자기자본 비용을 

16.4%로 추정하고 신생 벤처기업의 자본비용

을 15%로 추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관적

으로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의 자본비용을 과

대 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MRP)을 7.29%로 추정하고 있는 데 이를 이

용하여 삼성전자의 국가위험 프리미엄(CRP) 

1.92%와 합산하면 블룸버그 방식으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구할 수 있

다. 즉 두 프리미엄을 합산하면 9.21%가 되므

로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11.31% 보다 2.1%가 

낮다. 이는 국가 간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차

이는 그 나라가 직면한 국가위험과 자본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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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

할 때  블룸버그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자료는 일

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룸

버그에서 추정한 시장위험 프리미엄은 한국의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이는 블룸버

그에서 보고되는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모두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높

은 기업일 경우 한국보다 더 높은 국가위험 프

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블룸버그

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용의 과대 추

정 문제는 국내 영업을 위주로 하는 내수 기업

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룸버그

에서 공통의 자본비용 모형을 모든 국가에 적

용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본비용 모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자본비용 모형이나 Fama and 

French (1993)의 3요인모형(three factor model)

과 같은 다요인모형(multifactor models)은 현

재 블룸버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CAPM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Yoon Joo-Young and Shin 

Hyun-Han (2018)은 CAPM에 비해 내재적 자

기자본비용 모형이나 다요인 모형이 한국 기업

의 위험도를 잘 반영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Ⅴ. 결론

주식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자기

자본비용은 투자위험에 대한 척도로서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합리적인 자기자본비용의 

추정은 기업 가치평가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론적인 자산가격결정모형(asset pricing 

models)은 그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추

정의 복잡성과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므로 실

무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실무에서는 블룸버그(Bloomberg)와 

같은 재무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기자본비

용을 손쉽게 추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그 재

무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으로 많은 국가의 기

관과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에 대

해 제공되는 정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측정치가 논

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블룸버그에서는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을 과대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

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과대 추정한 결과이

다. 또한 블룸버그 방식에서는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에 있어 자기자본비용이 더 과대 추정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문제는 미국시장에 통용되는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수정하지 않고 한국시장 데이터와 

연결하여 기계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대해

서는 추가적으로 신흥시장 고유의 비체적 위험

(idiosyncratic risk)을 고려해서 자기자본비용

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자본비용모형은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

용을 추정하며 따라서 한국기업의 자기자본비

용 분석에 더 적합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

제자본비용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기업의 자기자

본비용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추정

하는 방법을 예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선진국시장과 제도적 차이가 많은 신흥국

시장의 기업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많은 효용

을 가져 올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블룸버그

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검증을 통해 그 한계점

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국시장에 보

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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