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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까지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무수히 이루어졌지만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중견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연구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익성, 기업규모, 자산의 유형성, 비부채성 세금절감
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계수들의 유의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견기업 표본을 
전체산업과 10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도 증가하
는 뚜렷한 결과를 얻었으며,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레버리지도 대체로 증가했으며, 기업의 비부채성세금절감액
이 증가할수록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중견기업, 자본구조, 자본조달, 부채비율, 레버리지 
Abstract  Although numer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capital structure have been performed, 
the studies on the capital structure of the high potential enterprises have not been worked. This paper 
performed empirical analyses for the first time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of the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using the financial data of the manufacturing high potential enterpris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and KOSDAQ during 2010~2016.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with debt ratio as 
dependent variable and profitability, firm size, asset tangibility and non-debt tax shield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 that the coefficients were relatively significant. The variables of the profitability and the tangibilit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debt ratio. The non-debt tax shield were found to have in general 
positive relation with the leverage.

Key Words : High Potential Enterprise, Capital Structure, Financing, Debt Ratio, L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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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견기

업은규모에있어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사이에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의중요성을강조하여왔는데그이유는중소기

업 사업체의 수가 많고 종업원의 숫자가 크기 때문이다

[1].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숫자는 중소기업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92년 중견기업들의

모임인한국경제인동우회가만들어졌고 6년후인 1998년

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

고 있으며 2014년에는 중견기업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그리고대기업이기업경영에있어

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본구조에 있어

서는꽤다를것으로생각할수있다. 중소기업은기업규

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

하여자본을조달하는일이대기업이나중견기업에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타인자본

을이용하는경우에는회사채발행보다는대부분금융기

관으로부터차입하게된다. 중소기업이신주를발행하여

필요한자본을조달하는것도쉽지않은데, 그 이유는신

주의 발행비용이 크고, 발행된 신주로 인하여 대주주의

지분이 작아져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규모에있어서중소기업보다크기때문에

자본조달수단의선택폭이중소기업보다확대될수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본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많았으나중견기업을대상으로한논문은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이론을 바탕

으로하여최초로한국중견기업의자본구조를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2. 자본구조 이론
기업의 자기자본은 주로 보통주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액과함께우선주와이익잉여금을포함하며, 타인자본

은회사채를발행하여조달한금액과차입금을포함하는

자본이다.

자본조달수단으로서자기자본과타인자본은각각장

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을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를최대로할수있는가를탐구하는최적자본구

조이론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Modigliani와 Miller가 완전자본시장을전제로자본구

조 무관련이론을 1958년에 발표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 법인세를 고려한 Miller와 Modigliani

의 연구는자기자본으로조달한금액에대해서는적용되

지않는법인세절감효과가타인자본에대해서는적용되

기때문에가능한한부채비율을높게유지하는것이유

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3].

그러나부채를과다하게이용하면부도위험이증가하

여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재무적 곤경비용 효과도 고려

해야한다[4,5]. 그러므로부채사용으로인한법인세절약

효과와재무적곤경비용이증가하는것이서로상충작용

을 하게 된다.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대리

비용의 관점에서 자본구조를 분석하는 노력도 증가하였

다. 타인자본의 제공자가 대리인인 경영자 또는 주주에

게 자본을 제공하면, 이들 사이에 대리관계가 형성되어

부채의대리비용이발생하게되며타인자본의비중이증

가할수록 부채의 대리비용은 커지게 된다. 한편, 기업경

영에직접참여하지않는외부주주들이전문경영자또는

소유경영자에게 자본을 제공함에 따라 대리관계가 형성

되어 자기자본의 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외부 자

기자본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6,7].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를 분석하기

도 하였는데, 기업의 부채사용이 기업의 외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신

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채비율을 증가시

키는것은기업의상황이나전망이양호하다는시그널로

해석된다는 것이다[8]. 한편, 정보비대칭 개념을 이용하

여 기업의 자본조달행태를 분석한 자본조달순서이론은

기업이 제일 먼저 내부금융을 이용하고, 다음에 부채발

행그리고마지막수단으로주식발행을이용한다고주장

한다[9].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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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부채비율(DR)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눈 것으로 사용하다. 수익성(Profit)과 부채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세

금을 중심으로 한 모형들은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세금절약을 위해 부채를 더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자본조달순서이론은 신주발행보다 부채를 먼저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정보비대칭이론에

의하면기업의내부자와외부자사이의정보비대칭이존

재할경우에부채비율이신호수단으로사용될수가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외부인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부채비율이 사용되기 때문에 부채비

율과 수익성변수는 정(+)의 관계를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에서수익성(Profit)은 영업이익을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사용한다.

대기업은 채권발행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채

권과 주식의 발행비용은 기업규모(Size)와 음(-)의 관계

를 가지게 된다. 한편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도가능성은

작아지고 부채사용은 증가할 것이므로 기업규모와 부채

비율은양(+)의 관계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정보

비대칭이론의관점에서보면기업의규모가클수록정보

비대칭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의 이용

이 증가할 것이므로 부채비율과 규모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Size)로

매출액에 대해 자연대수(natural log)를 취한 것을 사용

한다.

자산의 유형성(Tang)은 유형고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사용했으며, 유형자산은기업의담보능력의하나

라고생각되며또한부채의대리비용을감소시키기때문

에부채비율과양(+)의 관계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한

편 정보비대칭이론에 의하면 유형자산이 증가할수록 정

보비대칭의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며 부채비율과 유형성은 음(-)의 관계가 예

상된다.

비부채성세금절감(NDTS)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이 항목은 부채사용

의 이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

를가질것으로예상된다. 본 연구를위한회귀모형은아

래와 같다;

Pr

여기서, DR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Profit : 수익성 (=영업이익/총자산)

Size : 기업규모 [=ln(매출액)]

Tang : 자산 유형성 (=유형고정자산/총자산)

NDTS : 비부채성 세금절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총자산]

ᵅ: 절편
β: 회귀계수

ε: 오차

4. 실증분석
4.1 자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중에서

중견기업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택

하였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80억원

이상인기업을중견기업으로판단하였으며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은 607개 기업이었다.

4.2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총부채를 총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

(DR)의 평균은 48.97%이었으며 수익성(Profit)은 4.45%,

기업규모(Size)는 26.66, 유형자산(Tang)은 3.67%, 비부

채성세금절약(NDTS)은 1.9%이었다.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DR 0.4897 0.2412 0.01 3.71

Profit 0.0445 0.0788 -0.96 0.55

Size 26.6642 0.9978 23.64 31.62

Tang 0.3669 0.1748 0.00 0.92

NDTS 0.0190 0.0285 0.00 0.4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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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들사이의상관계수들은비교적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이 수익성(Profit)과 비

부채성세금절감(NDTS)의 관계로 –0.247이었다.

DR Profit Size Tang NDTS

DR 1

Profit -0.36** 1

Size -0.02 0.05** 1

Tang -0.19** -0.14** 0.01 1

NDTS 0.20** -0.24** -0.06* -0.04 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4.3 회귀분석결과
중견기업의 자본구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 전체와 함께 10개의 산업별로 구분하여 회

귀분석한 결과가 <Table 3-1>과 <Table 3-2>에 제시

되어 있다.

수익성(Profit)은 전체산업과 10개의산업모두에서일

관성있게 유의적인 음(-)의 계수를나타냈으며 이는기

존의 대부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자본조달순서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규모(Size)는 혼합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체적

으로는 부호는 양(+)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석유화학산업과 기계산업에서는 유의적인양(+)을, 기타

산업에서만 유의적인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유형자산(Tang)의 경우에는 전체산업을 포함하여 거

의 모든 산업에서 양(+)의 부호이었으나 음식료산업과

섬유의복산업에서는 이례적으로 유의적인 음(-)을 나타

냈다. 이 결과는 유형자산이 기업의 담보능력으로서의

역할을하고있으며부채의대리비용을감소시키는역할

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부채성세금절감(NDTS)은 석유화학산업과, 비금속

소재산업, 섬유의복산업의 경우에 음(-)의 부호를 보였

으나, 비금속소재산업에서만통계적유의성이있는것으

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산업과전기전자산업, 기계산업

Industry

Variable

All Industry
Electric &
Electronic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Mechanical
Industry

Profit
-0.37

(-15.04)***
-0.35
(-6.74)***

-0.36
(-5.83)***

-0.31
(-6.06)***

-0.31
(-4.26)***

Size
0.003
(0.12)

-
0.18
(3.03)***

0.05
(1.19)

0.15
(2.21)**

Tang
0.18
(7.92)***

0.08
(1.67)*

0.28
(4.98)***

0.46
(8.97)***

0.26
(3.67)***

NDTS
0.12
(5.08)***

0.30
(5.78)***

-0.10
(-1.71)*

0.07
(1.50)

0.19
(2.80)***

Adj.R2 0.226 0.293 0.212 0.382 0.250

<Table 3-1>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ustry

Variable

Food &
Beverage
Industry

Nonmetal
Material
Industry

Textile &
Clothes Industry

Steel Industry
Timber, Paper &
Publish Industry

Other Industry

Profit
-0.30
(-3.92)***

-0.30
(-2.83)***

-0.44
(-2.44)***

-0.59
(-2.89)***

-0.63
(-3.45)***

-0.36
(-5.62)***

Size
-0.10
(-1.29)

0.09
(0.90)

-0.10
(-0.59)

-0.17
(-1.64)

0.29
(1.72)*

-0.61
(-9.779)***

Tang
-0.26
(-3.42)***

0.14
(1.36)

-0.35
(-2.21)***

0.09
(0.91)

0.29
(2.59)**

0.04
(0.73)

NDTS
0.03
(0.46)

-0.13
(-1.28)

-0.26
(-1.57)

0.10
(0.50)

0.13
(1.15)

0.25
(4.70)***

Adj. R2 0.133 0.069 0.126 0.326 0.468 0.962

<Table 3-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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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기타산업의경우에는유의적인양(+)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부채성세금절감 항목이

증가하면 부채사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부분적으

로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견기업에대한회귀분석의결과는전체적으로회귀

계수들의유의성이매우높게나타났으며기업의수익성

(Profit)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이 감소한다는 기존연구들

대부분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0,11,12,13,14,15,16].

5. 결론
최근 증가된 관심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은 규모에 있

어서중소기업보다크기때문에자본조달수단의선택폭

이 중소기업보다 확대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의자본구조를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들은많았으나중

견기업을대상으로한논문은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중견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구

조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제조업중견기업을전체산업과함께 10개의산업별로

구분하여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중소기업의경우에비

하여회귀계수들의유의성이높게나타났으며기업의수

익성이증가함에따라부채비율이감소한다는결과를나

타냈다.

유형자산이증가함에따라기업의레버리지가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몇 개의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부채성세금절감은 부분적으로

예상과 달리 부채비율과 반대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수익성, 유형자

산등을고려하여자본조달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견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실증적 연구

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으나, 재무제표자료만을 이용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앞으로 중견기업의 자본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자율, 주식시장 상황 등의 요인들을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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