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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inds that holding companies (i.e., those that are founded pursuant to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traded at lower values than are other companies 
in the stock market. Our investigation of listed firms over the period 2002~2017 reveals 
that the mean and median market-to-book equity ratios of holding companies are significantly 
below 1 and substantial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mpanies. This valuation discount remains 
significant even when comparing holding companies with their subsidiaries and in multiple 
regressions that control for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and business-group fixed effects. 
Furthermore, holding companies’ valu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ir fundamental values 
as estimated using Campello and Graham’s (2013) method. In comparison, de facto holding 
companies, which are defined as operating firms that serve as holding companies for business 
groups, do not display a valuation discount. Our results show that the holding company 
discount is related to investors’ tendency to shun holding companies, as indicated by the 
relatively small turnover of holding companies’ stocks. Additionally, the holding company 
discount may arise partly because most holding companies are listed together with their 
operating subsidiaries, and investors concentrate their demand on (pure-play) operating-
subsidiary stocks, rather than on holding-company stocks. It appears that the holding company 
discount is a phenomenon unique to Korea, as similar discounts are not found in the stock 
markets of Japan or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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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2002～2017년 기간의 비 융 상장기업을 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이하 비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가 평가 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 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M/B equity)의 평균은 0.654로 

1에 훨씬 못 미치며, 비지주회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디스카운트 상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이 디스카운트는 기업집단 내의 자·손자회사와 비교해도 유의하며,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식에서도 유의하 다. 한 Campello and Graham(2013)의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 

지주회사는 기업펀더멘탈에 비해서도 낮은 기업가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실상의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사업회사)의 기업가치는 평가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서만 나타나는 상임을 알 

수 있었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힘들지만, 지주회사 주식의 거래회 율이 

타 주식에 비해 상당히 낮고 지주회사 환 후에 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들은 고유사업이 

없고 자회사 통제 리를 목 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매력 인 투자 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 부분의 지주회사는 사업자회사가 함께 상장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은 지주회사보다는 

사업자회사 쪽으로 투자수요를 집 하여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지주회사에게는 디스카운트 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한국시장 특유의 

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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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되며 구체 으로는 ‘ 차 조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된다.1) 공정거래 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 재 지주회사의 

수는 모두 193개( 융지주회사 10개 포함)이다. 1999년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 후 지주회사의 

수는 꾸 히 증가해 왔으나 지주회사에 한 기업재무 분야의 연구는 다소 조한 편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타 회사에 비해 평가 되어 있는가 여부이다.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타 기업에 비해 평가 되어 있다는 인식은 한국시장의 참가자들에게 

리 퍼져 있고 평가를 시사하는 일화성 증거가 신문과 블로그 등에서 자주 언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제에 한 학술논문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비 융 상장회사 체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지주회사 기업가치의 평가 문제에 해 종합 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한국 특유의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행연구 에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에 한 연구가 없다. 일본에서는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2000년 부터 

꾸 히 증가하 으나 일본의 선행연구 에서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에 한 연구가 학술지 

게재논문 에는 없다.2)

분석을 해 2002～2017년의 기간을 상으로 상장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68개

(기업연도 408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3) 분석 결과,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0.654와 0.452로 1보다 훨씬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기업가치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2.353과 0.952로 지주회사와 비교해 높은 기업가치를 나타내었다. 

지주회사 평가 상을 정 하게 분석하기 해 M/B equity를 종속변수로 한 기업가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여러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지주회사 더미변수는 유의 인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지주회사의 평가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주회사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0.3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업특성을 

1) 2017년 ｢독 규제  공정거래법에 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기 은 

기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간주한다면, 미국에서는 순수지주회사의 를 찾기 힘들다. 

GE는 순수지주회사라기 보다는 항공기엔진, 발 , 의료기기 등의 다각화된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의 

성격이 크며 Berkshire Hathaway는 손해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독 지법의 정의를 따라) 순수지주회사를 별도 총자산의 50% 이상이 종속 는 

계회사 보유지분인 회사로 정의한다면 2019년 6월 재 100개가 넘은 순수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지주회사에 해 최소 자산규모 등의 법  

설립요건을 두거나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최소 지분 보유율 등의 행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Ko, 

2008). 따라서 일본의 순수지주회사를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동등하게 취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3) 이는 비상장 지주회사(75개)와 융지주회사(10개)를 제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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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 후에도 지주회사의 M/B equity값이 다른 기업에 비해 평균 으로 0.3 이상 낮다는 

의미이므로 지주회사 평가 규모가 경제 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자·손자회사에 비해서 평가 되어 있는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자·손자회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으며, 

자·손자회사들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1.919와 1.169로 높은 수 이여서 이들에게는 평가 

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체에 나타나는 상은 아니며, 지주회사에만 국한된 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수익성, 성장성 등의 기업펀더멘탈에 비해서도 평가 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해 

Campello and Graham(2009)의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회귀식의 추정오차를 “실제 기업가치”와 

“기업펀더멘탈을 반 한 정가치” 간 괴리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의 

회귀식 추정오차는 평균과 간값 모두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기업펀더멘탈 비 평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사실상의 지주회사—자사 고유사업을 하면서 기업집단 

계열사를 지배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지주회사—에게도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상이 나타

나는가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2.530과 1.016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기업가치 회귀분석 결과 사실상 지주회사에게는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고유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에게는 낮은 

기업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탐구하기 해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도가 

낮은지를 분석하 다. 주식의 가치는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됨에 비추어 (i) “투자자들은 

지주회사 주식을 매력 있는 투자 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투자 심도가 낮다” 그리고 (ii) “낮은 

투자 심도는 지주회사가 단독상장 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자·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더 심하다”는 측을 해 보았다. 투자자의 투자 심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주식의 

거래회 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과 간값 모두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유의 으로 낮았다. 

이는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들의 낮은 투자 심도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  하나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지주회사 단독상장의 경우가 많지 않아 신뢰성 있는 통계  

결론이 어렵긴 하지만 단독상장 지주회사는—공동상장 지주회사에 비해—거래회 율이 유의

으로 높고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상이 없거나 디스카운트의 규모가 작았다. 지주회사의 

부분이 어도 하나의 자·손자회사와 공동상장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는 투자자의 수요가 

지주회사로부터 사업자회사 쪽으로 집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거나 악화

된다는 설명을 지지하는 측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에 해 종합 이고 엄 한 분석을 실시하여 

디스카운트 상의 통계 ·경제  유의성을 확인하 다는데 있다. 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래하는 원인으로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심이 조함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 다. 

추가 분석 결과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로 존재하던 기간에는 기업가치가 높고 주식의 거래회 율도 

높지만, 지주회사로 환 후에는 기업가치와 거래회 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상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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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이는 고유사업이 없고 자회사 통제 리를 주목 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투자자들은 

매력 인 투자 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한편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원인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등의 리인 비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그들의 자·손자회사 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비해 기업지배구조가 

체계 으로 더 나쁠 것이라 볼 수 있는 선험 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리인 비용의 용변수

로써 지배-소유 괴리도를 통제한 후 분석하여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한 지주회사에 한 법률  행  제한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 일본의 순수지주회사에 한 최근 연구(Kim et 

al., 2019)에 의하면 일본의 순수지주회사의 기업가치는 고유사업을 하는 사업모회사들에 

비해 평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한국시장의 특유한 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은 자료, 주요 변수, 분석모형을 기술한다. 제 4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해석한다. 제 5장에서는 논문의 한계를 서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 질문 및 관련 연구

2.1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심 질문은 지주회사가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평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4) 

그런데 지주회사 평가 여부를 엄 하게 단하기 해서는 지주회사를 다른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기업가치 분석을 실시하는 작업(아래 연구질문 1) 뿐 아니라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비해 낮은 기업가치를 가지는지(아래 연구질문 2), 자신의 기업펀더멘탈에 비해 낮은 기업가치를 

가지는지(아래 연구질문 3), 사실상의 지주회사 비해 낮은 기업가치를 가지는지(아래 연구질문 

4) 등의 여부도 종합 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질문 1: 지주회사는 그 밖의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가?

연구질문 2: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자·손자회사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가?

연구질문 3: 지주회사는 기업펀더멘탈을 반 한 정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가?

연구질문 4: 지주회사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은가?

 분석을 통해 지주회사의 평가 상이 통계 인 사실로 밝 진다면,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원인을 객 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4) 이 연구질문은 펀드의 시장가치가 순자산가치(NAV)에 비해 낮은지를 분석하는 closed-end fund 

discount 상에 한 연구(e.g., Lee et al., 1990)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지주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NAV)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은 실행에 있어 계산의 어려움이 있다. 

먼  지주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지분의 순자산가치(NAV)는 다수의 계열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계산이 힘들며 한 지주회사는 보유지분 외에 다른 자산도 가지고 있어 보유 계열사지분의 시장가치를 

별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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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지주회사를 매력 인 투자 상으로 간주하지 않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가능성을 탐구하기 해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투자 심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5: 투자자들은 지주회사에 낮은 투자 심도를 보이는가?

 질문에 답하기 해 주식의 거래회 율 크기를 투자 심도의 용변수로 사용해 지주회사의 

거래회 율이 비지주회사에 비해 낮은지 분석한다.

2.2 관련 선행 연구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  환이 허용된 후 지주회사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어 학술지 게재논문 는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Choi(2000)는 

지주회사 체제가 연착륙을 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과 재무정책 등으로 제안하면서 미국의 

GE나 스 스의 ABB와 같은 그룹의 본사를 모범사례로 소개한다. Jung(2008)은 2000～2006년 

기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비교분석한 후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의 경 성과와 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한다. Ra and Koh(2009)는 지주회사 

환 후 자· 손자회사의 재무구조가 향상되었으며 LG와 GS를 사례연구로 분석하여 이들의 

주가와 기업가치가 상승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하게 Kwak and Choi(2008)도 지주회사 

환 이후 자회사들이 이 에 비해 ROA  총자산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지주회사 환의 공시 후 주가수익률을 단기 으로 비교한 논문으로는 Baek and Park(2010)이 

있는데 자들은 지주회사 환 정보가 정 인 공시효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편, Kim 

et al.(2014)은 장기(5년) 주가수익률을 분석하 는데, 지주회사 환기업이 매칭기업에 비해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 다. Kim et al.(2009)은 지주회사 환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이들의 이익을 상향 조정한다는 증거를 보고한다. Choi and Lim(2009)은 

지주회사 소속사의 지배구조가 통제기업에 비해 사외이사비율, 재무 문가 등의 면에서 좋으나, 

두 집단 간 이익조정의 유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한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Lee

(2014)는 지주회사들의 업수익의 상당부분이 배당수익, 랜드수수료, 임 수익 등의 형태로 

자회사로부터 수취되고 있지만 이에 한 가격 정성 등의 단이 어려우며 세부 인 내용에 

한 공시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하 다. 

하지만 기존 학술지 게재 논문 에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평가 상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5)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이해한다면 

이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주회사 기업가치에 한 미국의 

선행연구는 없다. 물론 비슷한 이슈로 ‘다각화기업의 디스카운트(conglomerate discount)’에 

5) 연구소 보고서 에는 Gam(2002)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규모 기업집단의 사업지주회사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Shin et al.(2018)은 

지주회사 환기업과 소속 기업집단의 장기 주가수익률과 시가총액 증가율을 분석하 는데, 이는 

지주회사의 타 기업 비 평가 여부와는 다른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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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선행연구(e.g., Berger and Ofek, 1995)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다각화기업은 여러 

사업부문을 거느린 사업회사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손자회사를 통제하는 순수지주회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련 연구로써 

Almeida et al.(2011)의 연구를 언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들은 1999～2004년 기간의 한국의 

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상으로 centrality(해당 회사의 계열사 지분이 지배주주의 기업

집단 통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Tobin’s Q로 측정한 기업가치 간에는 음의 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이 측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해 centrality가 높은 지주회사는 기업가치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1997년에 지주회사 환과 설립을 법률 으로 허용한 일본에서는 

지주회사의 수가 꾸 히 늘고 있다(Shimotani, 2012; 山田和延, 2014).6) 하지만 지주회사의 

재무  특성과 회계처리에 련된 선행연구는 있지만, 다소 놀랍게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고평가 는 평가에 한 연구는 일본의 학술지 게재논문 에는 없다.7) 미게재 연구인 Kim 

et al.(2019)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들의 분석결과는 본 논문 제 4장 제 8 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3. 자료, 주요 변수 및 분석모형

3.1 자료

연구표본 구축을 해 FnGuide의 재무제표와 주가자료를 사용하 다. 먼  2002～2017년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상으로 이  융회사(산업분류코드 64-66)와 

정부출자 공기업(산업분류코드 35)은 제외하 으며 총자산, 매출액 는 산업분류코드 자료가 

락된 기업연도와 자본잠식 기업연도(즉, 자본총계가 음인 경우)도 표본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의 가치평가 측정치인 M/B equity의 값이 50을 과하는 기업연도도 극단치 통제를 해 

제외하 다. 한 기업가치 회귀식에 사용되는 종속·설명 변수에서 결측치가 있는 기업연도 

한 제외하 다. 지주회사(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 원회 웹사이트(www.ftc.go.kr)의 

지주회사 리스트를 이용해 지주회사 여부를 단하 다. 지주회사는 기존 사업회사가 인 분할, 

물 분할, 주식의 포  이  등의 환을 통해 설립되며 이에 따라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환되는데, 환 의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연도는 표본에서 제외하 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표본에 포함된 총 기업 수는 기업연도 21,488개(고유기업 2,319개)이며 

이  지주회사는 기업연도 408개(고유기업 68개)이다. 최종 표본을 구축하는 상세한 과정은 

<부록 1> 패  A에 서술되었다. 최종 표본에 포함된 기업의 연도별 분포와 산업별 분포는 

각각 <부록 1> 패  B와 패  C에 제시되었다.

6) 일본의 지주회사에 한 개 인 설명과 정보는 jp.wikipedia.com에서 持株会社를 검색어로 사용해 

얻을 수 있다. 

7) 이는 본 논문의 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거친 후 일본의 기업재무 연구자들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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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표본은 지주회사 외에도 그들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최종 표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수는 기업연도 1,496개(고유기업 249개)

이며 이 에는 자회사는 기업연도 925개(고유기업 154개), 손자회사는 기업연도 163개(고유기업 

27개)이다(<부록 1> 패  D 참조). 기업집단 소속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별은 공정거래 원회의 

웹사이트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한편 상장기업 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사업회사가 존재한다. 이들을 선별하기 해 공정거래 원회 

웹사이트의 규모기업집단 소유지분도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 상 최상  

기업들을 사실상 지주회사로 인식하 다. 그 결과 총 18개(264개 기업연도)의 기업이 사실상 

지주회사로 선정되었다(<부록 1> 패  E 참조).8) 

3.2 변수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여부를 단하기 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다른 상장회사 

등과 비교하는데, 기업가치의 측정치로는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M/B equity)을 

사용한다. 장부가치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수치가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투자자와 

애 리스트가 주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 가치평가와 기업분석을 하고 있는 을 감안해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치를 계산에 사용한다. 기업재무 분야에서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을 주된 기업가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 이다.9) 실증 결과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는 총자산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이른바 Tobin’s Q)을 체 인 기업가치 

변수로 사용해 분석을 하 으나 결과는 질 으로 동소이하 다.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평균과 간값을 다른 상장회사 등과 비교하는 단변량분석(t-test와 

Wilcoxon’s Z-test)을 실시한 후,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기업가치 

회귀식을 추정하는데, 이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   (1)

 는 지주회사 더미변수이며 지주회사는 1, 나머지 상장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지주회사가 평가 상을 나타내는가 여부는 이 더미변수의 계수인 의 값을 통해 단한다. 

는 통제변수 벡터이며 기업규모(log(Assets)), 설비투자규모(ΔPPE/lag Sales), 업이익률

(EBIT/Sales), 부채비율(Leverage), 주가수익률 변동성(Volatility)을 포함한다.10) 는 기업

 8) 연구표본에 포함된 사실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 원회가 감시하는 규모 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환하지 않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구조상 최상  기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삼성그룹, 차그룹, 롯데그룹 등은 순환출자 때문에 소유지분도 상 최상  기업의 별이 

어려워 소속회사를 사실상 지주회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9) 로써 Pástor and Veronesi(2003)와 Chay et al.(2015)을 들 수 있으며 Fama and French(2015)의 

3요인 는 5요인모형의 가치주·성장주 분류도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는 그의 역수)을 기 으로 

이루어진다.

10) 이 통제변수들은 Berger and Ofek(1995)에서 기업가치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서술되었으며 Mansi 

and Reeb(2002) 등의 후속연구에서 기업가치 회귀식의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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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정효과이다.11) 아래첨자 i와 t는 각각 기업과 연도를 나타낸다.  기업가치 회귀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지주회사 더미변수와 련된 변수로 별도 총자산에서 계열사 지분이 차지하는 비 (Eqt. 

Stake/Assets)과 별도 매출액에서 배당수입이 차지하는 비 (Div. Income/Sales)을 고려할 

수 있다.12) 공정거래법 규정상 지주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별도 총자산의 50% 이상으로 보유해야 

하며 자사 고유사업의 매출창출 비 이 낮기 때문에 배당수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Eqt. Stake/Assets과 Div. Income/Sales가 기업가치와 어떤 

련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주회사 평가 여부와 원인에 한 더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지주회사 기업가치의 평가 여부는 ‘기업펀더멘탈에 비해서 기업가치가 낮은가’라는 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기업펀더멘탈을 반 한 정한 기업가치를 객 으로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Campello and Graham(2013)의 회귀식의 추정치를 정 기업가치의 용치로 

사용한다. Campello and Graham(2013)은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업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데, <부록 2>에 설명변수와 각각의 정의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최종 

표본에 해 Campello and Graham(2013)의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는 <부록 3>에 보고하 다. 

이 회귀식의 추정오차는 실제 기업가치와 추정 정가치의 차이이므로 기업가치가 펀더멘탈로

부터 괴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4. 실증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분석: 지주회사 vs. 비지주회사

<표 1>은 표본기업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i.e., 지주회사)와 그 밖의 회사(i.e., 

비지주회사)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업가치와 주요 기업특성을 비교한다. 표의 첫 행은 

기업가치 측정치인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을 보고하는데, 

지주회사의 평균과 간값(0.654와 0.452)이 모두 비지주회사의 값(2.353과 0.952)보다 유의

으로 낮아 지주회사 평가 상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M/B equity는 

평균과 간값 모두 1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지주회사가 장부가치 비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다.

11) 본 연구는 “지주회사 vs. 비지주회사” 는 “지주회사 vs. 자·손자회사”의 구분이 횡단면 기업가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회귀식에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았다. Pástor and Veronesi(2003)도 비슷한 이유로 기업가치 회귀분석에서도 기업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았다. 한 회귀식의 주 설명변수인 지주회사 더미가 시간고정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이기 때문에 기업고정효과모형이 지주회사 더미의 기업가치 효과를 제 로 추정하지 못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계열사는 종속회사· 계회사·공동회사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계열사 

지분은 (별도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종속회사· 계회사·공동회사 지분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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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비지주회사 차이 검증 

측

치수
평균 간값

표

편차

측

치수
평균 간값

표

편차
(2)-(6) (3)-(7)

(1) (2) (3) (4) (5) (6) (7) (8) (9) (10)

M/B equity 408 0.654 0.452 0.962 21,080 2.353 0.952 5.000 -1.699*** -0.500***

Eqt. Stake/Assets 408 0.755 0.816 0.149 21,080 0.106 0.045 0.147 0.649
***

0.771
***

Div. Income/Sales 408 0.177 0.212 0.153 21,080 0.003 0.000 0.021 0.174
***

0.212
***

log(Assets) 408 27.887 27.711 1.297 21,080 25.653 25.388 1.453 2.234
***

2.324
***

ΔPPE/lag Sales 408 0.039 0.011 0.209 21,080 0.035 0.004 0.171 0.004 0.007
**

EBIT/Sales 408 0.076 0.061 0.074 21,080 0.006 0.041 0.215 0.070
***

0.020
***

Leverage 408 0.230 0.225 0.170 21,080 0.226 0.207 0.180 0.005 0.018

Volatility 408 38.338 36.008 14.487 21,080 54.409 51.191 21.469 -16.071
***

-15.183
***

<표 1> 지주회사 vs. 비지주회사: 기초통계량

표본을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두 집단으로 나 어 기 통계량을 비교한다. 표본은 2002～2017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를 의미하며, 비지주회사는 지주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기업을 의미한다. 기업가치 측정치인 

M/B equity는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을 의미하며, 장부가치는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치이다. 

다른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수는 해당 집단의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평균과 간값에 한 차이 검증은 t-test와 

Wilcoxon’s Z-test이다.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표 1>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은 계열사지분 크기(Eqt. Stake/Assets)와 배당수입 크기(Div. 

Income/Sales)를 보고하는데 지주회사의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Sales의 평균값이 

각각 0.755와 0.177로 비지주회사의 평균값 0.106과 0.003보다 상당히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표의 나머지 변수들은 이후 추정될 기업가치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사용될 기업특성들이며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 계산되었다.13)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의 로그값(log(Assets))의 

경우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평균과 간값에서 모두 높아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서 

기업규모가 큰 편이다. 기업의 투자성향 는 성장률을 나타내는 기 매출액 비 유형고정자산의 

증가(ΔPPE/lag Sales)는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평균은 근소하게 높으나 간값은 

유의 으로 높다. 업수익성을 측정하는 매출액 비 업이익률(EBIT/Sales)은 평균과 간값 

모두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유의 으로 높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상 으로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은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평가가 그들의 성장률과 수익성 특성에 기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Leverage)은 비지주회사와 비교해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주가수익률 변동성(Volatility)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평균과 간값 모두에서 

상당히 낮은 상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기 통계량 분석에 포함된 변수를 상으로 변수 간 상 계수를 보고한다. 한 

지주회사 더미변수(Holding Dummy)를 변수로 추가해 지주회사 여부가 다른 변수들과 어떤 

상 계를 가지는가 분석한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는 1, 그 밖의 기업에는 0의 값을 

13) 연결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아 개별재무제표만 구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는 개별재무제표를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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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더미변수이다. Holding Dummy와 M/B equity는 유의 인 음의 상 계(-0.047)를 

나타내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은 상을 지지한다. 한 Holding Dummy는 보유 계열사

지분 규모와 배당수입 규모와 유의 인 상 계를 나타내어 지주회사가 타 기업에 비해 

계열사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반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 M/B equity 1.000 

(2) Holding Dummy -0.047 1.000 

(0.000)

(3) Eqt. Stake/Assets -0.017 0.516 1.000 

(0.013) (0.000)

(4) Div. Income/Sales -0.047 0.631 0.459 1.000 

(0.000) (0.000) (0.000)

(5) log(Assets) -0.164 0.206 0.319 0.212 1.000 

(0.000) (0.000) (0.000) (0.000)

(6) ΔPPE/lag Sales -0.003 0.003 0.018 -0.013 0.031 1.000 

(0.633) (0.636) (0.008) (0.061) (0.000)

(7) EBIT/Sales -0.238 0.045 -0.040 0.038 0.234 0.057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8) Leverage 0.113 0.004 0.091 -0.016 0.164 0.044 -0.153 1.000 

(0.000) (0.596) (0.000) (0.018) (0.000) (0.000) (0.000)

(9) Volatility 0.274 -0.102 -0.070 -0.124 -0.427 0.009 -0.322 0.138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06) (0.000) (0.000)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는 가치평가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간의 피어슨 상 계수를 보고한다. 호 안의 수치는 확률값이다. 

표본은 2002～2017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 더미변수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 나머지 모든 상장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그 밖의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들은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4.2 기업가치 회귀분석을 통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분석

앞서 기 통계량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다른 상장회사들에 비해 평균 으로 

상당히 낮은 기업가치를 가진다는 상을 알 수 있었다. 이 상을 더 확인하기 해 주요 

기업특성을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표 3>은 지주회사 더미변수(Holding Dummy)를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한 기업가치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는 1, 그 밖의 기업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이다.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기업가치의 용변수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M/B 

equity)이다. 통제변수로는 기 통계량 분석 시 보고된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포함하 으며 

한 연도고정효과를 추가하 다. 칼럼 (1)의 회귀식 추정 결과, Holding Dummy는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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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B equity

　 (1) (2) (3) (4)

Holding Dummy -0.302* -0.493*  

(-1.94) (-1.93)   

Eqt. Stake/Assets 0.071 0.247

(0.22) (0.58)

Div. Income/Sales -0.366 0.274

(-0.67) (0.39)

log(Assets) -0.160*** -0.169*** -0.164*** -0.168***

(-3.20) (-3.21) (-3.26) (-3.18)   

ΔPPE/lag Sales 0.177 0.177 0.176 0.176

(0.71) (0.70) (0.70) (0.70)

EBIT/Sales -3.444*** -3.437*** -3.444*** -3.424***

(-9.68) (-9.69) (-9.68) (-9.66)   

Leverage 2.137*** 2.143*** 2.140*** 2.133***

(5.83) (5.84) (5.83) (5.78)

Volatility 0.048*** 0.048*** 0.048*** 0.048***

(18.19) (18.24) (18.18) (18.24)

Intercept 2.626** 2.841** 2.720** 2.825** 

(2.02) (2.08) (2.09) (2.07)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측치 수 21,488 21,488 21,488 21,488 

Adj. R2 0.117 0.117 0.117 0.117

<표 3> 기업가치 회귀분석: 지주회사 더미변수 포함

표는 기업가치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표본은 2002～2017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종속변수는 기업가치 측정치인 M/B equity(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이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 더미변수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 나머지 모든 상장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모든 회귀식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추정되었다. 

측치 수는 회귀식 추정에 포함된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호 안의 수치는 firm-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유의 인 음의 계수값(-0.302)을 나타낸다. 이는 지주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기업

가치를 가지는 상이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도 지지됨을 시사한다.

표의 칼럼 (2)와 칼럼 (3)은 계열사지분 크기(Eqt. Stake/Assets)와 배당수입 크기(Div. Income/

Sales)를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칼럼 (2)의 회귀식 결과 Eqt. 

Stake/Assets의 계수값은 0.071로 유의 이지 않은 양의 값을 나타내어 “보유 계열사 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낮다”는 측은 지지되지 않는다. 한 칼럼 (3)의 회귀식 결과 Div. 

Income/Sales의 계수값은 -0.366으로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 이지는 않아 “매출의 배당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낮다”는 측은 지지되지 않는다. 이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유 계열사 지분이 크고 한 배당  수입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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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B equity 

　 (1) (2) (3) (4)

패  A: 기업집단고정효과 통제

Holding Dummy -0.488*** 　 　 -0.882***

(-2.79) (-2.94)   

Eqt. Stake/Assets 0.203 0.396

(0.58) (0.92)

Div. Income/Sales -0.136 0.755

(-0.25) (0.97)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기업집단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측치 수 21,488 21,488 21,488 21,488

Adj. R2 0.124 0.124 0.124 0.124 

패  B: 기업집단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 통제

Holding Dummy -1.127*** 　 　 -1.372***

(-4.59) (-4.37)   

Eqt. Stake/Assets 0.193 0.167

(0.47) (0.40)

Div. Income/Sales 1.045 0.943

(1.37) (1.15)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기업집단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산업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측치 수 21,488 21,488 21,488 21,488

Adj. R2 0.156 0.156 0.156 0.156 

<표 4> 기업가치 회귀분석: 기업집단과 산업고정효과 추가

표는 기업집단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추가해 추정한 회귀식 결과를 보고한다. 표본은 2002～2017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종속변수는 기업가치 측정치인 M/B 

equity(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이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 더미변수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 나머지 모든 상장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회귀식에 추가된 통제변수들은 

log(Assets), ΔPPE/lag Sales, EBIT/Sales, Leverage, Volatility이며 이들의 추정계수는 간결성을 해 

표에서 생략하 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모든 회귀식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추정되었다. 패  A에서는 기업집단고정

효과를 통제하 으며, 패  B에서는 산업고정효과를 추가해 통제하 다. 산업고정효과는 KSIC 2 digit 

수 에서 통제되었다. 측치 수는 회귀식 추정에 포함된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호 안의 수치는 

firm-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표 3>의 칼럼 (4)의 회귀식은 Holding Dummy를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

Sales와 함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데, Holding Dummy가 유의 인 음의 계수값(-0.49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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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지주회사 평가 상의 존재를 추가 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칼럼 (2)와 (3)에서 

마찬가지로 계열사지분 크기와 배당수입 크기는 유의 인 계수값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 “한국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만, 회사의 계열사지분 크기 는 배당수입 크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표 4>는 기업집단고정효과와 산업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여 가치평가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기업집단고정효과는－더미변수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자면－동일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게는 1의 값을 그 밖의 기업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더미변수들을 회귀식에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이 특정 기업집단에 소속되는가의 단은 공정거래 원회 

웹사이트자료를 이용하 으며 산업고정효과는 KSIC 2 digit 수 에서 통제되었다. 

<표 4>의 패  A는 기업집단고정효과를 추가한 추정 결과를 보고하는데, 지주회사 더미변수

(Holding Dummy)가 칼럼 (1)과 (4)에서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지주회사 평가 

상의 존재를 추가 으로 지지한다. 한편 칼럼 (2), (3), (4)에서 계열사 지분 크기(Eqt. Stake/

Assets)와 배당수입 크기(Div. Income/Sales)는 유의 인 계수값을 가지지 않아 <표 3>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해 주고 있다. <표 3>의 패  B는 기업집단고정효과와 함께 산업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추정 결과는 계속해서 일 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Holding 

Dummy는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어 지주회사 평가 상과 일 성이 있으나 계열사지분 

크기와 배당수입 크기는 유의 인 계수값을 가지지 않는다.14)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지주회사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여러 회귀모형에서 일 되게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 평가 되어 있는 

상을 지지한다. 특히 지주회사 더미변수의 음의 계수값은 모두 값으로 0.3을 과하는 

수 이며 이는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지주회사의 시장가치-장부가치 값이 평균 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0.3 이상 낮음을 시사해 지주회사 평가 규모가 경제 으로도 매우 유의 임을 

알 수 있다. 

4.3 지주회사 vs. 자·손자회사 분석

앞 의 분석에서는 지주회사를 다른 상장회사와 비교해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평가 되어 

있는 상을 보고하 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비해 더 낮은 가치를 가지는가 여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 4>의 기업가치 

회귀분석에서 기업집단고정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동일 집단 소속 타 

기업보다 평가 되어 있는가 여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에서는 더 직 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4) <부록 1> 패  C에 보고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분이 동일한 산업코드(코드 

71)를 가진다. 따라서 회귀식에 산업고정효과를 추가하는 것은 지주회사 더미(Hold Dummy)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지주회사 더미의 추정 계수값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추정 신뢰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다음 의 실증 결과부터는 산업고정효과를 

추가한 회귀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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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차이 검증

  
측

치수
평균 간값

측

치수
평균 간값

평균 

(2)-(5)

간값 

(3)-(6)

  (1) (2) (3) (4) (5) (6) (7) (8)

M/B equity 408 0.654 0.452 1,088 1.919 1.169 -1.265*** -0.716***

Eqt. Stake/Assets 408 0.755 0.816 1,088 0.102 0.053 0.653*** 0.763***

Div. Income/Sales 408 0.177 0.212 1,088 0.004 0.000 0.173*** 0.212***

log(Assets) 408 27.887 27.711 1,088 26.922 26.875 0.964*** 0.836***

ΔPPE/lag Sales 408 0.039 0.010 1,088 0.037 0.005 0.002 0.005

EBIT/Sales 408 0.076 0.061 1,088 0.051 0.053 0.025*** 0.008***

Leverage 408 0.230 0.225 1,088 0.226 0.225 0.005 0.000

Volatility 408 38.338 36.008 1,088 41.509 38.169 -3.170*** -2.162***

<표 5>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지주회사 vs. 자·손자회사 

패  A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통제하는 기업집단(이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구분하여 기업가치와 기업특성을 비교한다. 자·손자회사  

자회사의 고유기업(기업연도) 수는 154(925)이며 손자회사는 27(163)이다. 표본은 2002～2017년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패  B.1는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해 기업가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한다. 

종속변수는 기업가치 측정치인 M/B equity(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이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 더미변수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 그 밖의 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회귀식에 추가된 통제변수들은 log(Assets), ΔPPE/lag Sales, EBIT/Sales, Leverage, Volatility 

이며 이들의 추정계수는 간결성을 해 표에서 생략하 다. 모든 회귀식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추정되었으며 패  B.2에서는 기업집단고정효과를 추가 으로 통제하 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호 안의 수치는 firm-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패  A: 기 통계량

<표 5>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그들이 지배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만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업들을 통틀어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라 

부른다. <표 5>의 패  A는 지주회사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0.654와 0.452)이 자·손자회사의 

평균과 간값(1.919와 1.169)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평가 

상은 그들의 자회사와 비교해서도 유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회사의 평균과 간값은 

1보다 높은 에 비추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은 지주회사에 국한된 상이며 그들의 

종속회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상으로 보인다.

<표 5>의 패  B.1과 B.2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소속 기업만을 상으로 기업가치 

회귀식을 추정한다. 패  B.1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식 결과를 보고하는데, 칼럼 (1)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더미(Holding Dummy)의 계수값이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을 추가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칼럼 (2)와 (3)의 주 설명변수인 

계열사 보유지분 크기(Eqt. Stake/Assets)와 배당수입 크기(Div. Income/Sales)의 계수값은 

모두 유의 인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앞서 <표 3>과 <표 4>의 회귀식에서 이들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과는 조 인 결과이다. 이는 체 표본에서와는 달리,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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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B equity

　 (1) (2) (3) (4)

패  B.1: Baseline 모형

Holding Dummy -1.023*** -0.923

(-5.69) (-1.49)   

Eqt. Stake/Assets -1.401*** -0.454

(-5.17) (-0.43)   

Div. Income/Sales -2.215
***

1.112

(-4.10) (0.98)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측치 수 1,496 1,496 1,496 1,496 

Adj. R2 0.135 0.132 0.113 0.136

패  B.2: 기업집단고정효과 추가

Holding Dummy -0.565*** -0.856

(-3.45) (-0.90)   

Eqt. Stake/Assets -0.702** -0.079

(-2.21) (-0.05)   

Div. Income/Sales -0.535 1.822

(-1.00) (1.47)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기업집단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측치 수 1,496 1,496 1,496 1,496 

Adj. R
2

0.309 0.307 0.303 0.310

<표 5>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지주회사 vs. 자·손자회사(계속)

소속 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할 경우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Sales가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인가를 더 잘 반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패  B.1의 칼럼 (4)에서는 

Holding Dummy의 계수값이 음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성을 상실하는데, 이 결과는 회귀식에 

설명변수로 함께 포함된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Sales가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인지 

여부를 더 잘 반 하기 때문에 Holding Dummy의 설명력을 감소시키기 것으로 보인다. 

패  B.2의 회귀식에서는 추가 으로 기업집단고정효과를 통제하 는데, 패  B.1의 회귀식 

결과와 체 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칼럼 (1)의 Holding Dummy는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가지며, 칼럼 (2)와 (3)의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Sales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Div. Income/Sales는 유의성이 없다. 칼럼 (4)에서 세 설명변수를 동시에 넣었을 

경우 Holding Dummy는 음의 계수값을 가지지만 유의성을 상실한다.

요약하자면, 지주회사는 자신이 지배하는 자·손자회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평가 되어 있다. 

지주회사와는 달리 그들의 자·손회사들에게는 평가 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분석을 한정할 경우 계열사 보유지분 크기와 배당수입 

크기 한 기업가치 평가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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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업 펀더멘탈 대비 지주회사의 저평가 분석

이 에서는 지주회사가 수익성, 성장성 등의 기업펀더멘탈에 비해서도 평가 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해 체 표본(즉,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가 모두 포함된 표본)에 해 Campello 

and Graham(2013)의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이 회귀모형의 추정오차를 지주회사 등의 집단 

별로 분석한다.15) 이 방법론에서는 Campello and Graham(2013) 회귀식의 측값(즉, 종속변수인 

M/B equity의 추정치)을 기업 펀더멘탈을 반 한 정기업가치로 가정한다. 따라서 회귀식의 

추정오차가 음(양)의 값을 가지면 실제기업가치가 정기업가치보다 낮다(높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가 기업펀더멘탈 비 평가(고평가)되어 있다고 단한다.

<표 6>에 보고된 지주회사의 추정오차 평균과 간값은 모두 음의 값(-0.432와 -0.466)이며 

통계 으로 유의한 크기이므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펀더멘탈 비 평가 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비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경우는 추정오차의 평균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평균 기 으로는 기업가치가 펀더멘탈 비 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의 아래 부분은 회귀식 추정오차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데, 평균 기 으로 지주회사는 

비지주회사  자신의 자·손자회사 비 유의 으로 더 큰 음의 측오차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펀더멘탈 비 평가 상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 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값 기 으로는 지주회사의 펀더멘탈 비 평가 상이 비지주회사보다 더 크지는 

않았다.

　 측치 수 평균 간값 표 편차

체 기업 21,488 0.000 -0.876
***

4.695 

지주회사 408 -0.432*** -0.466*** 1.358 

비지주회사 21,080 0.008 -0.890*** 4.737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1,088 0.556
***

0.108
***

2.716 

지주회사-비지주회사 -0.440*** 0.424***

지주회사-지주회사의 자·손회사 　 -0.988*** -0.574*** 　

<표 6>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여부 분석

표는 Campello and Graham(2013)의 회귀식의 추정오차－즉, ‘추정 M/B equity’와 ‘실제 M/B equity’값의 

차이－를 지주회사, 비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별로 보고한다. Campello and Graham(2013) 

회귀식의 추정결과는 <부록 3>에서 보고하 다. 표본은 2002～2017년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상 지주회사이며 ‘비지주회사’는 지주회사를 제외한 

회사이며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이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평균과 간값에 한 차이 검증은 t-test와 Wilcoxon’s Z-test이다.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지주회사는 펀더멘탈 비 평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비지주회사와 

자회사와 비하여도 펀더멘탈 비 평가 되어 있는 정도가 유의하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15) 체 표본기업에 한 Campello and Graham(2013) 회귀모형 추정결과는 <부록 3>에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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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실상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저평가 여부 분석 

한국주식시장의 상장회사 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회사로 

일컬어지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 회사들은 자사의 고유 사업을 하면서 기업집단 계열사를 

지배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들이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지주회사들은 

‘사실상의 지주회사’라고 지칭하고 이들에게도 기업가치 평가 상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한다.

사실상 지주회사 지주회사 기타 회사

측

치수
평균 간값

측

치수
평균 간값

측

치수
평균 간값

(1) (2) (3) (4) (5) (6) (7) (8) (9)

M/B equity 264 2.530 1.016 408 0.654 0.452 20,816 2.350 0.951

Eqt. Stake/Assets 264 0.198 0.161 408 0.755 0.816 20,816 0.104 0.043

Div. Income/Sales 264 0.003 0.000 408 0.177 0.212 20,816 0.003 0.000

log(Assets) 264 29.728 29.894 408 27.887 27.711 20,816 25.601 25.366

ΔPPE/lag Sales 264 0.031 0.012 408 0.039 0.010 20,816 0.035 0.004

EBIT/Sales 264 0.085 0.059 408 0.076 0.061 20,816 0.005 0.041

Leverage 264 0.297 0.307 408 0.230 0.225 20,816 0.225 0.205 

Volatility 264 42.448 39.748 408 38.338 36.008 20,816 54.561 51.378 

<표 7> 사실상 지주회사, 지주회사 및 기타 회사의 기초통계량

표는 표본기업  ‘사실상 지주회사’를 골라 이들의 기업가치와 기업특성을 ‘지주회사’(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타 회사’(<표 1>의 비지주회사  사실상 지주회사를 제외한 나머지)와 비교한다. 표본은 

2002～2017년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사실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에 해 소유지분구조도 상 가장 상 에 치한 

기업으로 정의되며 소유지분구조도는 공정거래 원회의 자료를 사용하 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패  A는 사실상 지주회사, 

지주회사, 기타 회사를 상으로 회귀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한 기 통계량을 나타내며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패  B에서는 각 변수들의 평균과 간값에 한 차이 검증(t-test  

Wilcoxon’s Z-test)을 보고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패  A: 기 통계량

사실상 지주회사-지주회사 사실상 지주회사-기타 회사

평균 (2)-(5) 간값 (3)-(6) 평균 (2)-(8) 간값 (3)-(9)

(10) (11) (12) (13)

M/B equity 1.876
***

0.563
***

0.179 0.064

Eqt. Stake/Assets -0.557*** -0.655*** 0.094*** 0.118***

Div. Income/Sales -0.174*** -0.212*** 0.001 0.000***

log(Assets) 1.842
***

2.182
***

4.128
***

4.527
***

ΔPPE/lag Sales -0.008 0.002 -0.004 0.009**

EBIT/Sales 0.009 -0.002 0.080*** 0.018***

Leverage 0.067
***

0.083
***

0.073
***

0.103
***

Volatility 4.110*** 3.741*** -12.113*** -11.630***

패  B: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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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사실상 지주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요 기업특성의 평균과 간값을 ‘지주회사’(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기타 회사’와 함께 보고한다. 표의 첫 행의 변수는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M/B equity인데, 사실상 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2.530과 1.016으로 

지주회사의 0.654와 0.45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회사의 2.350과 

0.951보다 높다. 패  B의 유의성 분석 결과는 사실상 지주회사의 M/B equity가 평균과 간값 

면에서 지주회사보다는 유의 으로 높으나 기타 회사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 높지는 않음을 

보고한다. 

사실상 지주회사는 자사 고유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자산에서 계열사 지분이 차지하는 

비 과 별도 매출액에서 배당수입액이 차지하는 비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보다 낮을 것으로 

상된다. 이 상과 부합하게 사실상 지주회사의 계열사지분 크기(Eqt Stake/Assets)의 평균은 

0.198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평균값(0.755)보다는 상당히 낮다. 한 사실상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크기(Div. Income/Sales)의 평균은 0.003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평균 0.177에 

비해 매우 낮다. 한편 사실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비해 연결기  기업규모

(log(Assets)가 유의 으로 크고 부채비율(Leverage)이 유의 으로 높으며 주가수익률 변동성

(Volatility) 한 유의 으로 크다. 

<표 8>은 기업가치 회귀식에 ‘사실상 지주회사 더미’(De Facto Holding Dummy)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De Facto Holding Dummy는 사실상 지주회사는 

1, 그 밖의 기업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더미변수이다. 패  A의 칼럼 (1)은 De Facto Holding 

Dummy가 유의한 양의 계수값(1.736)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며 이는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칼럼 (2)와 (3)은 Holding 

Dummy와 설명변수를 추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De Facto Holding 

Dummy가 유의한 양의 계수값(각각 1.716과 1.724)을 나타내어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상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칼럼 (3)에서 Holding 

Dummy는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들이 낮은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패  B는 기업가치 회귀식에 기업집단고정효과를 추가한 추정결과를 보고한다. 모든 칼럼 

(1)-(3)에서 De Facto Holding Dummy는 양의 계수값을 나타낸다(각각 0.175, 0.162, 0.148). 

하지만 패  A에서와는 달리 계수값의 통계 인 유의성은 없다. 따라서 패  A의 결과와 결합하여 

해석하자면, 사실상의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가지지만 

(패  A의 결과), 자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내 기업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패  B의 결과). 이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의 높은 기업가치는 

자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높은 기업가치를 반 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어 든 

패  A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  B의 결과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더미변수가 음의 계수 값을 

가지지 않음을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주회사에게는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상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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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B equity

　 (1) (2) (3)

패  A: Baseline model

Holding Dummy -0.193 -0.418*  

(-1.22) (-1.65)   

De Facto Hold. Dummy 1.736** 1.716** 1.724** 

(2.08) (2.05) (2.05)

Eqt. Stake/Assets 0.256

(0.61)

Div. Income/Sales 0.444

(0.63)

통제변수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측치 수 21,488 21,488 21,488

Adj. R2 0.119 0.119 0.119

패  B: 기업집단고정효과 추가

Holding Dummy -0.486
***

-0.880
***

(-2.76) (-2.93)   

De Facto Hold. Dummy 0.175 0.162 0.148

(0.32) (0.30) (0.27)

Eqt. Stake/Assets 0.394

(0.91)

Div. Income/Sales 0.766

(0.98)

통제변수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기업집단고정효과 Yes Yes Yes

측치 수 21,488 21,488 21,488

Adj. R2 0.124 0.124 0.124 

<표 8> 기업가치 회귀분석: 사실상 지주회사 더미변수 포함

표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더미를 주 설명변수로 사용한 기업가치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표본은 

2002～2017년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종속변수는 기업가치 

측정치인 M/B equity(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더미(De Facto Hold. 

Dummy)는 사실상 지주회사는 1, 그 밖의 기업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사실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기업집단에 해 소유지분구조도 상 가장 상 에 치한 기업으로 

정의되며 소유지분구조도는 공정거래 원회의 자료를 사용하 다. Holding Dummy는 지주회사 더미변수

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 그 밖의 상장회사는 0의 값을 가진다. 회귀식에 

추가된 통제변수들은 log(Assets), ΔPPE/lag Sales, EBIT/Sales, Leverage, Volatility 이며 이들의 

추정계수는 간결성을 해 표에서 생략하 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모든 연속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호 안의 수치는 

firm-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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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는 달리 ‘사실상 지주회사’는 기업가치가 평가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고평가 되어 있는 증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자회사 통제 리를 주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에게는－자체 사업을 운 하는 

사업지주회사에 비해－낮은 기업가치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4.6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원인 탐구 

실증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다른 상장회사에 비해 평가 되어 있는 반면 

사실상의 지주회사에게는 평가 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무엇일까? 평가의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주식의 가치는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됨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주식을 얼마나 매력 있는 상으로 

생각하는지 고려하고자 한다. 연구를 해 주식의 거래회 율의 크기가 투자자의 주식에 한 

투자 심도를 반 한다고 가정하고, 지주회사는 비지주회사에 비해 거래회 율이 낮을 것이라고 

측한다. 한 지주회사가 단독상장 되어 있는 경우－즉, 지주회사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유일한 상장회사인 경우－에 비해 자·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상장 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들의 

수요가 자·손자회사 쪽으로 집 되어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투자 심도가 낮은 것이라는 

측도 분석하고자 한다.

측 1: 투자자들은 비지주회사에 비해 지주회사에 해 낮은 투자 심을 나타낸다.

측 2: 투자자들은 지주회사 단독상장에 비해 지주회사-자·손자회사 공동상장의 경우 

지주회사에 해 낮은 투자 심을 나타낸다.

<표 9>의 패  A에서는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의 거래회 율을 비교한다. 거래회 율(I)은 

“거래량/상장주식수”를 거래일별로 계산한 후 연 평균값을 구한 것인데 지주회사의 평균과 

간값(0.004와 0.002)은 모두 비지주회사(0.019와 0.010)에 비해 1/5 정도 수 이다. 거래회 율(II)은 

연간 총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 어 구한 값인데, 지주회사의 평균과 간값은 1.062와 0.567로 

상장된 주식의 소유권 교체가 일어나는 횟수가 략 1년에 1회 는 그 이하임을 의미한다. 

반면 비지주회사의 거래회 율(II) 평균과 간값은 4.432와 2.275로 소유권 교체가 빈번함을 

시사한다. 이 측들은 거래회 율로 측정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도가 지주회사에 해 히 

낮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지주회사를 매력 인 투자 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측 1을 

지지한다.16) 

패  B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지주회사 단독상장인 경우’와 ‘자·손자회사와 동시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주회사만 단독상장 되어 

16) 거래회 율은 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들은 

거래회 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주회사 더미변수를 주 설명변수로 log(Assets), ΔPPE/lag Sales, 

EBIT/Sales, Leverage, Volatility 그리고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한 회귀식을 추정하 다. 추정결과 

지주회사 더미변수가 유의 인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지주회사의 거래회 율이 비지주회사보다 

낮은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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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고유기업(기업연도) 6개(25개)에 불과한 반면, 지주회사와 함께 어도 하나의 

자회사와 공동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고유기업(기업연도) 62개(383개)에 달해 지주회사는 어도 

하나의 자·손자회사와 공동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상장의 경우는 

은 측치 수로 인해 신뢰성 있는 통계  추론이 어렵지만, 패  B에 보고된 수치에 따르면 

단독상장 지주회사에게는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디스카운트의 규모가 

작으며, 거래회 율이 공동상장 지주회사 비 높다. 를 들어 단독상장 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1.347과 0.926으로 1보다 높거나 1에 근 하며 공동상장 

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0.609와 0.406)보다 훨씬 높다. 한 거래회 율도 

단독상장 지주회사는 동시상장 지주회사에 비해 평균과 간값이 두 배 정도 는 그 이상 

높다. 이는 동시상장의 경우 투자자의 수요가 사업자회사 쪽으로 집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낮게 형성된다는 설명과 일 된 측이며 측 2를 지지한다.

(1) 지주회사 (2) 비지주회사 차이검증 (1)-(2)

　 측치 수 평균 간값 측치 수 평균 간값 평균 간값

M/B equity 408 0.654 0.452 21,080 2.353 0.952 -1.699*** -0.500***

Volatility 408 38.338 36.008 21,080 54.409 51.191 -16.071*** -15.183***

거래회 율(I) 408 0.004 0.002 21,080 0.019 0.010 -0.015*** -0.007***

거래회 율(II) 408 1.062 0.567 21,080 4.432 2.275 -3.370*** -1.709***

<표 9>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관심도 

표는 주식 거래회 율 등의 변수를 보고한다. 표본은 2002～2017년 기간 상장기업을 상으로 <부록 

1>의 차를 따라 완성하 다. 거래회 율(I)은 일별 거래량/상장주식수의 연평균값이며 거래회 율(II)은 

연간 총거래량/상장주식수이다. 패  A는 체 표본을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로 나 어 비교하며 패  

B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만을 상으로 단독상장과 동시상장으로 구분해 비교한다. 단독상장이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주회사만이 유일하게 상장된 경우이며 동시상장이란 지주회사가 어도 하나의 

자회사 는 손자회사가 함께 상장된 경우이다. 모든 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차이 검증은 평균과 간값에 한 차이 검증(t-test  Wilcoxon’s 

Z-test)을 보고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패  A: 체 표본

(1) 단독상장 (2) 동시상장 차이검증 (1)-(2)

　 측치 수 평균 간값 측치 수 평균 간값 평균 간값

M/B equity 25(6) 1.347 0.926 383(62) 0.609 0.406 0.738*** 0.519***

Volatility 25(6) 40.674 38.382 383(62) 38.186 35.925 2.488 2.457

거래회 율(I) 25(6) 0.009 0.006 383(62) 0.004 0.002 0.005*** 0.004***

거래회 율(II) 25(6) 1.938 1.385 383(62) 1.005 0.540 0.933*** 0.845***

패  B: 지주회사

4.7 추가 분석 

4.7.1 지주회사 전환 전과 후의 기업가치와 거래회전율 비교

지 까지 실증분석은 지주회사와 다른 상장회사 간 비교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환 에 비해 환 후에 낮아지는 가에 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표 1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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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포함된 지주회사(고유회사 68개)에 해 환 과 후의 기업가치와 기업특성을 분석한다. 

환 의 기업은 사업회사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분석은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로 

환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표 10>에 보고된 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0.969와 0.645)은 모두 환 후(0.654와 

0.452)보다 유의 으로 높으며 이는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로 환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투자자들이 고유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사 통제 리를 

주목 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결론과 일 된 것이다. 한 <표 10>은 

거래회 율이 평균과 간값 모두 환 에 비해 환 후에 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는데, 

를 들어 거래회 율(II)의 평균은 환  3.535에서 환 후 1.062로 격하게 하락한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심이 지주회사 환 후에 히 낮아짐을 시사한다. 

(1) 지주회사 환  (Before) (2) 지주회사 환 후 (After) 차이검증 (1) - (2)

　 측치 수 평균 간값 측치 수 평균 간값 평균 간값

M/B equity 464 0.969 0.645 408 0.654 0.452 0.315
***

0.193
***

Eqt. stake/Assets 464 0.154 0.111 408 0.755 0.816 -0.601*** -0.705***

Div. Income/Sales 464 0.007 0.000 408 0.177 0.212 -0.170
***

-0.212
***

log(Assets) 464 26.550 26.523 408 27.887 27.711 -1.336
***

-1.188
***

ΔPPE/lag Sales 464 0.049 0.022 408 0.039 0.010 0.010 0.012***

EBIT/Sales 464 0.073 0.066 408 0.076 0.061 -0.003 0.006 

Leverage 464 0.257 0.268 408 0.230 0.225 0.026
**

0.043
**

Volatility 464 52.483 49.903 408 38.338 36.008 14.145
***

13.896
***

거래회 율(I) 424 0.015 0.010 408 0.004 0.002 0.011*** 0.007***

거래회 율(II) 424 3.535 2.268 408 1.062 0.567 2.473
***

1.701
***

<표 10> 지주회사 전환 전과 후 비교

표는 지주회사 환 과 후를 비교분석한다. 분석기간은 2002～2017년이다. 공정거래 원회 웹사이트에 

공시된 각 지주회사의 설립년도를 사용하여 설립 직 년도까지의 기간은 “지주회사 환 (Before)”으로 

설립년도를 제외한 이후 기간은 “지주회사 환 후(After)”로 구분하 다. 연구표본에 포함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고유기업 68개, 기업연도 408)를 상으로 설립년도 이  기간에 동일한 기업코드를 갖는 기업을 

FnGuide에서 식별한 결과 고유기업 55개(기업연도 464개)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의 기업연도를 지주회사 

환 (Before)으로 분류하 다. 모든 변수는 분포의 상하  각각 1%에서 라이 하 다. 측치 

수는 기업연도 수를 의미한다. 차이 검증은 평균과 간값에 한 차이 검증(t-test  Wilcoxon’s Z-test)을 

보고한다.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4.7.2 Fama and French(1998) 기업가치 회귀식 추정

기업재무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업가치 회귀분석 모형 에는 Fama and French(1998) 

모형이 있다.17) 이 모형은 Tobin’s Q를 기업가치 측정치(즉,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다양한 

기업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Tobin’s Q의 미래값(2년 후 값)을 

통제변수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Fama and French(1998) 회귀식을 따라 Tobin’s 

Q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주회사 더미변수를 주된 설명변수로 추가한 후 체표본에 해 

17) Bates et al.(2009), Kim et al.(2018) 등이 이 가치평가 모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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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결과 지주회사 더미변수가 여 히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냄을 발견하 다.18) 이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이 다양한 기업가치 회귀모형에서 일 되게 발생함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는 기업가치 측정치로 사용하는 M/B equity를 측정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분모로 사용하 으나, 별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분모로 사용하여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한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계  비지배지분을 차감하여 분모로 사용

하여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한편 기업가치 변수로써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을 체 인 변수로 고려할 수 있지만 

배당수익률은 배당을 하지 않는 상당수의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해야 하는 단 이 있다. 한 

비지주회사에 비해 지주회사는 평균 으로 배당규모가 높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을 기업가치 

변수로 사용할 경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이 더욱 강화되어 보이는 결과가 래된다. 

4.7.3 내생성 등 여러 강건성 점검

표로 보고하진 않았으나 내생성 통제를 해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사용하여 

분석하 지만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여 히 유의하 다.19) 구체 으로 <표 3> 기업가치회귀식의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여 추정한 지주회사 확률을 바탕으로 매칭 통제집단을 구축하여 지주회사 

집단과 비교하 으나 지주회사집단은 여 히 유의 으로 낮은 기업가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Heckman-2-step 방법은 본 

연구에 용하기에는 Before 기업(즉, 사업회사)과 After 기업(즉, 지주회사) 간에는 기업 성격 

면에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20) 한 리인비용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가족기업인지 여부를 통제하 으며, 지배지분- 흐름 괴리도를 통제하고 분석하 으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여 히 유의하 다. 

4.8 토론

4.8.1 기업지배구조 또는 대리인비용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인가?

이 질문에 한 답이 Yes로 성립하기 해서는 지주회사가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더 심한 

기업지배구조 문제 는 터 링 등의 리인 문제를 나타낸다는 이론  는 실증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는 리인 문제가 기업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21)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는 투명성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18) 이 회귀결과를 표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제시할 수 있다. 

19) 물론 Shipman et al.(2017)이 지 하 듯이 PSM은 내생성 는 자기선택(self selection)을 통제하는 

목  보다는 functional form misspecification 문제를 완화하기 해서 목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 구체 으로 인 ·물  분할 는 주식의 포  이 을 통해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사업회사 

⇒ 지주회사+사업자회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이 없거나 미미하여－즉, 이 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어－지주회사의 before가 사업회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Heckman-2-step 방법의 1단계 choice regression에서 추정된 잔차( 는 

Heckman lambda)를 2단계 valuation regression의 지주회사에 해 부여하는 것은 논리 으로 

무리가 있다. 

21) Claessens et al.(2000), Bae et al.(2002), Baek et al.(2004) 등이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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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도입 목 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주회사 체제 

소속 기업(지주회사 포함)은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리인 문제가 덜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기업지배구조 는 리인문제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기업집단 분석 시 리인비용의 용변수로 흔히 사용되는 변수는 지배-소유 괴리도(control-

ownership disparity)이다.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자들은 규모 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해 지배-소유 괴리도를 측정한 결과, 

지주회사의 괴리도가 자·손자회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다.22) 한 터 링 등의 리인 문제는 

투자와 자 조달이 활발한 사업회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균 으로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인 자·손자회사에 비해 (별도재무제표 기 으로) 투자와 자 조달의 규모가 작다. 이 

측 한  추측을 부정 으로 단  한다.

4.8.2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법률적 행위 제한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가?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해 (자기자본 비)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20%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 행  제한은 지주회사의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증거들도 있다. 먼  지주회사의 

실제 부채비율은 <표 1>에 보고된 바와 같이 평균값과 간값이 제한치인 200% 보다 훨씬 

낮은 수 에 형성되어 있어 지주회사의 행 를 실제로 제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23) 한 <표 

2>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상장기업의 주식보유지분과 기업가치 간에는 음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 인 주식취득이 오히려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해 부여된 주식취득 제한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래하는가는 의문시 된다.

4.8.3 지주회사 자산 대부분이 지분자산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한 설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주장  하나는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자산은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음(-)의 NPV 투자이며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낮다”는 것이다. Almeida et al.(2011) 등의 연구가 계열사지분과 기업가치 간 음(-)의 계를 

시사하는 증거를 보고한 바 있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이 원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 3>과 <표 4>에서 보고되었듯이 체 

표본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지분자산의 크기(Eqt. Stake/Assets)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향이 

유의 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더미가 유의 인 음(-)의 향을 나타내는 

것과 비된다. 따라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지분자산이 크다는 이유 이외의 다른 

22) 이 결과는 지배주주가 자·손자회사에 비해 지주회사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괴리도 계산은 Kim et al.(2007)의 방법을 따랐다.

23) 자기자본 비 부채비율 200%는 총자산 비 부채비율로 환할 경우 0.666에 해당하는데, <표 

1>에 보고된 지주회사의 평균과 간값은 각각 0.230과 0.225로 이보다 훨씬 낮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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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도 있다고 단된다. 한 아래에 서술하듯이 일본의 순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자산 

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장의 설득력 확보를 해서는 일본 지주회사와는 달리 한국 지주회사의 지분자산이 유달리 

음(-)의 NPV 투자라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4.8.4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한국 특유의 현상인가?

일본에서는 2000년 부터 순수지주회사(별도 총자산  계열사 지분의 비 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의 수가 꾸 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지주회사에서도 한국의 지주회사와 

유사한 디스카운트 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하 듯이 일본의 학술지 

게재 논문 에는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없으며 미게재 논문  Kim et al.(2019)이 이 주제를 

분석하 다. 이 자들은 2002～2017년 기간을 상으로 상장기업  비 융 순수지주회사 

125개를 선정한 후 기업규모로 매칭한 사업모회사(고유사업을 하는 모회사)들과 비교한다. 

분석 결과 순수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본 연구의 M/B equity와 동일)의 

평균은 사업모회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표본 순수지주회사의 M/B equity의 평균과 간값이 모두 

1을 훨씬 넘기 때문에 한국의 지주회사와는 달리 높은 기업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한·일 지주회사 간의 조  상의 원인은 악하기 힘들지만, 한국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이 한국 특유의 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KR, Blackstone, Apollo Global Management, Carlyle Group 등의 인수합병 문 

투자회사(private equity fund)를 순수지주회사라고―다소 무리하지만―가정해 볼 때,  

회사들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M/B equity)을 계산할 

수 있다.24) 논문 작성 재 finance.yahoo.com에서 구한 M/B equity의 값은 KKR 1.58, 

Blackstone 4.84, Apollo Global Management 9.41 Carlyle Group 3.83으로 모두 1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1보다 훨씬 낮은 M/B equity값을 

가지는 것과 조되는 상이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들에게는 디스카운트 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8.5 투자자 관심도가 저조하면 기업가치가 낮아지는가?

앞서 분석에서 지주회사 주식의 거래회 율이 타 주식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지주회사 환 

후에 이 거래회 율이 격히 하락하는 측 등을 근거로 투자자들이 지주회사를 매력 인 

투자 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론하 다. 그런데 조한 투자자 심도와 낮은 기업가치 

간에 인과 계가 존재하는지에 해서는 련 선행연구가 없으며 실증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 자들은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체 표본에 해 M/B equity와 거래회 율 간의 

계를 분석하 는데, 두 변수 간에는 유의 인 음(-)의 상 계가 있으며, 기업규모, 성장성, 

24) 이 주식들의 주가 움직임에 한 미디어의 심은 “Value of Blackstone portfolio grows by 

9.5%”(Wall Street Journal 2018.7.20.) 등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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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등을 통제한 회귀식을 추정하여 거래회 율이 M/B equity에 유의 인 음(-)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변수 간의 유의성 있는 통계  계가 인과 계를 

의미한다고 확정 으로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낮은 투자자 심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래한다는 설명은 실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추측으로 간주 되어야 할 것이다.

한 투자자 심도를 나타내는 용변수로 주식 거래회 율이 아닌 체 인 변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5)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나 Lee and Ahn(2018)은 소액주주의 

수를 기업인지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26) 본 연구 자들은 Lee and Ahn(2018)을 

따라 FnGuide에서 구한 소액주주(1% 미만 지분 보유 주주로 정의) 수에 로그값을 취해 이를 

투자자 심도의 용변수로 사용해 보았다. 그런데 소액주주 수는 기업규모와 양(+)의 계를 

가지는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의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소액주주 수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주 설명변수인 지주회사 더미의 계수가 유의 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심이 소액주주 수로 측정할 경우에도 비지주회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5. 결어: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종합 이고 엄 한 분석을 통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상을 확인하 으며, 이 

디스카운트 상이 그들의 자·손자회사나 사실상의 지주회사에는 발생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만 나타나는 상임을 보고하 다. 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래하는 원인을 

찾기 해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심이 조한 증거를 제시하 으며, 투자자의 수요가 

지주회사보다는 동시 상장된 자·손자회사 쪽으로 집 된다는 설명을 제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써 투자자의 조한 심이 기업가치 평가를 래하는지－즉 

인과 계가 있는지－에 한 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는 없었음을 지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지주회사에 한 투자자의 심이 조한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27) 추측컨  

한국시장의 투자자들은 사업자회사처럼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은 pure-play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매출과 수익의 변동성이 안정 이어서 상승잠재력이 상 으로 낮은 지주회사는 

25) 한편 거래회 율은 유동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Amihud(2002)의 비유동성 측정치와 

개념 으로 련이 있다. 그런데 Amihud(2002) 측정치의 분자는 주식수익률의 값이기 때문에 

주가변동성(Volatility)이 작은 지주회사의 경우는－비주지회사에 비해－Amihud 측정치 값이 낮아 

결과 으로 유동성이 높아 보이게 되는 편의(bias)가 있다고 단된다. 이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mihud 측정치를 투자 심도 용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26) 이와 비슷하게 Lou(2014)는 소매투자자(retail investor)의 크기를 기업인지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27) 한 투자 심도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객  용치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용치로 사용한 거래회 율에 해 주 인 선택이라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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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지주회사의 주식가치에 을 맞추어 디스카운트 상을 

탐구하 지만, 지주회사가 채권시장에서도 신용등  면에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 일화성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그 련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28) 한 본 연구는 기업가치 

분석이 목 이므로 비상장기업은－기업가치를 객 으로 얻을 수 없어－연구 상에서 제외

하 지만, 지주회사  비상장회사의 비 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를 

상장 vs. 비상장으로 선택하는 동기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순수지주회사에 한 최근 연구(Kim et al., 2019)에 따르면 일본의 순수지주회사에게는 

디스카운트 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게만 조 으로 디스카운트 상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해 

한·일 지주회사 간 비교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지주회사( 는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에 한 기업재무 분야의 연구 심이 재까지는 다소 조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지주회사의 투자·재무활동 등에 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 해 본다. 

28) “한일홀딩스, 신용등  지주사 디스카운트 없다(더벨 2019년 7월 2일 기사)”를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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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업연도 수

2002～2017년 기간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연도 47,792 

융회사(산업분류코드 64-66) 제외 (3,104)

정부출자 공기업(산업분류코드 35) 제외 (208)

총자산, 매출액 는 산업분류코드 자료가 락된 기업연도 제외 (13,173)

자본잠식 기업연도(즉, 자본총계가 음인 경우) 제외 (643)

M/B equity가 50보다 큰 기업연도 제외 (600)

기업가치 회귀식의 종속·설명변수가 결측치인 기업연도 제외 (6,749)

지주회사 체제로 환한 해와 이  기간의 기업연도 제외 (1,827)

　 21,488 

최종 표본

　 체 기업 지주회사 비지주회사

기업연도 총계 21,488 408 21,080

고유기업 총계 2,319 68 2,251

<부록 1> 연구 표본

패  A는 최종 표본 구축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한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의미하며 

공정거래 원회 웹사이트(www.ftc.go.kr)의 지주회사 리스트를 이용해 선정하 다. 비지주회사는 지주

회사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장회사를 의미한다. 패  B는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보고하며 패  C는 표본에 

포함된 지주회사의 산업별 분포를 보고한다. 패  D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택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속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로 구분해 분포를 보고한다. 패  E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선정된 기업의 리스트를 보고한다.

패  A: 표본 구축 과정

　 체 기업 지주회사 비지주회사

2002년 881 1 880 

2003년 1,042 3 1,039 

2004년 1,074 4 1,070 

2005년 1,106 4 1,102 

2006년 1,152 4 1,148 

2007년 1,210 8 1,202 

2008년 1,306 14 1,292 

2009년 1,426 22 1,404 

2010년 1,429 25 1,404 

2011년 1,446 29 1,417 

2012년 1,451 32 1,419 

2013년 1,421 41 1,380 

2014년 1,443 45 1,398 

2015년 1,591 52 1,539 

2016년 1,708 58 1,650 

2017년 1,802 66 1,736 

합계 21,488 408 21,080 

패  B: 표본의 연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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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표본(계속)

산업분류코드(KSIC2) 산업 기업연도 수

21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1

26 자 부품,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

28 기장비 제조업 4

30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4

32 가구 제조업 5

71 문 서비스업 383

73 기타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8

패  C: 지주회사의 산업별 분포

　 기업연도 고유기업

지주회사 408 68

자회사 925 154

손자회사 163 27

합계 1,496 249 

패  D: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집단 내 기업의 수 

두산, 한화, 동국제강, 호산업, 신세계, 효성, 포스코, 태 건설, 공업, OCI, S-Oil, 호석유, 

KT, KT&G, 네이버, 우조선해양, 우건설, 이마트

패  E: 사실상 지주회사 리스트(기업연도 264개; 고유기업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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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equity (보통주 주가(S430003700)×보통주 상장주식수(S430001300))/

(자기자본(4001190380)-우선주 자본 (4001130090))

Holding Dummy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1, 그 이외의 회사는 0을 부여하는 더미변수

Eqt. Stake/Assets 계열사지분자산(1001111660)/총자산(1001190010)

Div. Income/Sales 배당수익(1001290760)/매출액(1001210000)

log(Assets) 총자산(4001190010)의 자연로그

ΔPPE/lag Sales (유형자산(4001190030)- 년도 유형자산(4001190030))/

년도 매출액(4001210000)

EBIT/Sales 업이익(4001211430)/매출액(4001210000)

Leverage (단기부채+장기부채)/총자산(4001190010), 단기부채=단기사채(4001181470) 

+단기차입 (4001121700)+유동성 장기부채(4001190620)

+유동 융부채(4001190630), 장기부채=사채(4001190460)

+장기차입 (4001190470)+비유동 융부채(4001190480)

Volatility 연간 일별 주가수익률(S41000170F)의 표 편차×

<부록 2> 변수 정의

호 안의 숫자는 FnGuide의 코드번호이다. Eqt. Stake/Assets와 Div. Income/Sales는 별도( 는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해 작성하 으며 이외의 모든 재무제표 변수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연결재무

제표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 다.  

기업가치 회귀식의 변수 정의

Campello and Graham(2013) 회귀식의 변수 정의 

M/B equity 상동

ROA 업이익(4001211430)/총자산(4001210000)

CAPEX 흐름표상 투자 액(4001390270)/ 년도 총자산(400121000)

ΔSales
(매출액(4001210000)- 년도 매출액(4001210000))/

년도 매출액(4001210000)

Liquid Assets 유동자산(4001190240)/총자산(4001210000)

Leverage 상동

log(Assets) 상동

ΔInd. Sales 해당 산업(KSIC2 기 ) 매출액(4001210000) 1년 성장률

ΔInd. CAPEX 해당 산업(KSIC2 기 ) 투자 액(4001390270) 1년 성장률 

ΔInd. R&D 해당 산업(KSIC2 기 ) 연구개발비(CP30700001) 1년 성장률 

투자 심도 변수 정의 

거래회 율(I) 일별(주식거래량(S41000080F)/상장주식수(S41000100F))의 연평균 

거래회 율(II)
해당연도 일별 주식거래량(S41000080F)의 합계/(상장주식수(S41000100F)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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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t-1) -9.143(-11.71)***

ROA (t-2) -3.311(-4.45)***

CAPEX (t-1) 0.008(2.32)**

CAPEX (t-2) 0.007(2.23)**

ΔSales (t-1) 0.565(4.22)***

ΔSales (t-2) 0.570(6.63)***

Liquid assets (t-1) 0.922(1.85)*

Liquid assets (t-2) 0.486(0.94)

Leverage (t-1) 1.683(3.19)***

Leverage (t-2) 1.053(2.24)**

log(Assets) (t-1) 0.105(0.50)

log(Assets) (t-2) -0.443(-2.12)**

ΔInd. Sales (t-1) 0.074(1.67)*

ΔInd. Sales (t-2) 0.120(2.41)**

ΔInd. CAPEX (t-1) 0.019(2.06)**

ΔInd. CAPEX (t-2) 0.014(1.67)*

ΔInd. R&D (t-1) 0.000(-0.01)

ΔInd. R&D (t-2) 0.003(0.20)

Intercept 9.361(7.12)***

연도고정효과 Yes

측치 수 21,488 

Adj. R2 0.102 

<부록 3> 펀더멘탈 기업가치 회귀식 추정 결과

Campello and Graham(2013)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펀더멘탈 M/B equity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본기간은 2002～2017년이며 표본기업 체(즉,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를 합친 표본)에 해 회귀식을 

추정하 다. 변수의 정의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호 안의 수치는 firm-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한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 수 의 양측검정 유의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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