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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의 안정성과 배당락일의 주가반응
이 수 원 선임연구원 (swlee@cgs.or.kr)

▶ 배당락일의 주가는 이론적으로 현금배당금만큼 하락하나, 실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반응은 상당한 괴리를
보임
▶ 과거 시가배당률의 안정성을 5개년간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여 배당락일의 주가 반응과의 상관성을
살펴봄
▶ 과거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일수록 배당락일의 주가가 실제 배당금을 정확히 예측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이 주가 반응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배경
쉎 배당락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거래일에 일어나는 주가하락을 의미
하며, 우리나라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해 마지막 거래일의 1일전이 배당락일1)임
○ 이론적으로 배당락일의 시가는 배당락 전일의 종가에서 주당 현금배당액을 차감한 값과 동일
함2)

쉎 우리나라는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으로 일어나며, 실제 배당 지급여부와 금액은 그 이후에 공시되므로, 배당락일에 해당 기업의
배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따라 배당락일의 주가 하락과 실제 배당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됨

쉎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해당기업의 배당금 지급 행태는 당해 사업연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과거 기업의 배당금 지급행태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배당금 지급의 안정성이
배당락일의 주가 반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

1) 예컨대 2016 사업연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권리는 2016년 12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있으며, 12월
28일에는 소멸됨. 이는 12월 결산법인이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예외없이 12월 31일로 하고 있는
관행에 기인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결산기 말로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규는 없음
2) 김성민, 2003, “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후 배당락일 주가행태”, ｢재무관리논총｣, 9권1호, pp. 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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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
쉎 분석을 위하여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2016년 배당
락일의 시가와 배당락일 전일의 종가를 DataGuide로부터 추출함
○ 이어 DataGuide에서 과거 6년(2011년~2016년)간 배당과 관련된 자료를 구함
○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추출한 데이터 중 일부3)를 제외시켰으며, 그에 따른
최종 표본은 960사임

쉎 배당락일 전일의 종가에서 실제 주당배당금을 차감한 값을 완전정보 하에서 이론적인 배당
락일의 시가(이하, ‘가상시가’)로 정의함
○ 가상시가와 실제시가의 차이(이하, ‘배당락 오차’) 및 가상시가에서 실제시가가 벗어난 비율
(이하, ‘배당락 오차율’)이 클수록 주가가 예상 배당액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배당금 지급의 안정성은 2011~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주당배당금의 표준편차(이하, ‘DPS
표준편차’) 및 시가배당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함
○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요약통계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요약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2016.12.27 종가(원)

38,277.04

116,371.23

1,799,000

686

2016.12.28 시가(원)

38,072.72

115,807.23

1,792,000

687

가상시가(원)

37,778.12

115,149.77

1,770,500

686

430.86

1,337.91

21,500

0

배당락 오차율(%)
=|실제시가 – 가상시가|/가상시가×100*1

1.35

1.11

9

0

DPS 표준편차(원)

145

378.92

6,947

0

시가배당률 표준편차(%)

1.27

1.21

8

0

N(개사)

960

960

960

960

배당락 오차(원)
*1
=|실제시가 – 가상시가|

*1

절댓값을 의미함

3) ① 2016 사업연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배당락조치가 있었던 회사, ② 상장이력이 짧아 2011~2016에 해당되는
배당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회사, ③ 공시 등에 관한 규제체계가 상이한 금융회사, ④ 지난 5년간 배당을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아
배당의 변동성을 살펴볼 수 없는 회사

CORPORATE GOVERNANCE SERVICE･3

ESG 동향

분석 결과
쉎 DPS 표준편차4)가 클수록 배당락 오차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발견됨5)
○ DPS 표준편차와 배당락 오차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274로 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임
○ 다만, DPS 표준편차는 DPS 값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쉎 이어 시가배당률 표준편차6)가 클수록 배당락 오차율이 커지는 경향 역시 발견됨7)
○ 시가배당률 표준편차와 배당락 오차율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4010으로 이 역시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임

쉎 추가적으로 배당락 오차가 0인 경우는 64건이 있었으며, 해당 표본의 평균 DPS 표준편차의
값은 70.44임
○ 이는 배당락 오차가 존재하는 나머지 표본 896건의 평균 DPS 표준편차인 150.53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함
○ 배당락 오차율이 0인 64건에 대해서도 시가배당률 표준편차 평균값은 0.37이었으며, 나머지
표본의 표준편차 평균값은 1.33임

쉎 결론적으로 과거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행태를 보일수록 배당락일의 주가가 실제 배당액을
정확히 예측할 가능성이 높음
○ 즉, 투자자들은 과거 기업의 배당금 지급 행태를 관찰하고 이에 따라 배당락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 나아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을 공시할 경우 배당락일의 주가 반응은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

4) DPS의 경우 절대적인 크기가 일반적으로 액면가와 비례하여, 단순히 1주당 액면가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편차가 크게 측정된다는
문제를 내포함
5) 종속변수를 배당락 오차로, 독립변수를 DPS 표준편차로 두고 실시한 단순회귀분석(OLS)에서도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 값이 나타남
6) 시가배당률의 표준편차가 안정적인 배당정책의 적절한 대리변수인지에 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음
7) 종속변수를 배당락 오차율로, 독립변수를 시가배당률 표준편차로 두고 실시한 OLS에서도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 값이 보고됨

4･CORPORATE

GOVERNANC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