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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재무현황
정 한 욱 연구원 (jhwook@cgs.or.kr)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 중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현황을
조사함
▶ 2017년에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타 상장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 및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남
▶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분석 시, 재무상태 총량뿐만 아니라 비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사배경 및 설계
쉎 2017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함11)
쉎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분석한 기사들이 발행됨12)
쉎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언론 기사
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짐
○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총량 및 총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룸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간 상대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기업집단 단위에서의 총량을 측정함으로 인해 기업 단위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비교 분석이 어려움

쉎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2017년에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재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함
1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7.5.1.,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12) 뉴스토마토, 2017.6.4., “30대그룹 재무 적신호…10대그룹 부실화 심각 ”; 파이낸셜뉴스, 2017.5.1., “공정위,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 조선비즈, 2017.6.12., “30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 700조 육박…5년새 176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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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상장기업들의 재무비율을 측정한 후에 평균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기존연구13)에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은 높은 부채비율 및 수익성 등 재무
비율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냄

실증자료
쉎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5월 1일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전체 상장사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함
○ 금융업과 공기업은 적용받는 규제가 비 금융업과 상이함에 따라 제외함
○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4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으로 분류함
-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현황에 대한 기사14)들이 발행됨에 따라,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함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과의 비교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상장
기업들을 국내 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라 재분류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들을 ‘비 재벌 기업’으로 분류하였던 과거 연구15)들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상장기업들을 국내 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라 계열사
보유기업과 단독기업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표 1> 상장기업의 구분
구분

특징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기준 상위 4개(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기업집단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업집단 내 상장기업 중 상위 4개 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

국내 계열사 보유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장기업 중, 2016년 사업보고서 상 국내계열사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단독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장기업 중, 2016년 사업보고서 상 국내계열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기업

13) 김병곤, 김동욱, 1999, “한국기업의 부채구조 :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비교”,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1호, pp.99-118; Lee,
S., K. Park, and H. H. Shin., 2009, “Disappearing internal capital markets: Evidence from diversified business
groups in Korea”,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3(2), pp.326-334; 김동회, 김동욱, 김병곤, 2011, “한국기업의 소
유지배괴리도와 대리인문제, 배당정책”, ｢금융공학연구｣, 제10권 제2호, pp.99-124;
14) 중앙일보, 2017.5.1., “대기업집단도 양극화?…1~4등이 순이익 73% 차지”; 브릿지경제, 2017.9.13.,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상장사 영업이익 비중, 전체의 ‘절반’ 차지…편중현상 심화”; 뉴스토마토, 2017.7.16., “4대그룹, 5년간 수익성 희비…삼
성･현대차만 ‘내리막’”
15) 주석 13)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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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재무현황 특성을 크게 안정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은 아래와 같음
<표 2> 조사에 사용된 변수
구분

내용
부채비율

안정성

유동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주주환원

단기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유동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으로 정의

비유동부채비율 장기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비유동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으로 정의
현금비율

수익성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으로 정의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부채)로 정의
기업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영업이익)/(매출액)으로 정의

순이익률

매출액 중 주주를 위해 최소 어느 정도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당기
순이익)/(매출액)으로 정의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현금배당금)/(당기순
이익)으로 정의하였으며, 적자인 기업들은 제외함

쉎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2016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Kis-Value 및 DataGuide를 통해 수집
하였으며, 각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기업들은 제외함
○ 총 1,735개의 기업이 선별되었고, 이 중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의 수는 162개이며,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의 수는 49개사임
○ 배당성향의 경우 적자기업을 제외하여 1,262개의 기업이 선별되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은 130개이며, 이 중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기업들의 수는
37개사임
- 배당성향의 경우, 극단치에 의한 평균값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100%가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을 100%로 조정(Winsorizing)함

상장기업 간 재무비율 현황 비교
쉎 2017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변수들을 측정한 결과, 안정성 측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과 낮은 수준의 현금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유동부채 총량은 자본총계를 초과하여 보유함

쉎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장기업들에
비해 더 좋은 수익성을 보여줌
○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모두 양의 값이 나타남

쉎 또한, 주주환원 측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상장기업들 보다 큰 값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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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배당성향은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상장기업의 재무 현황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구분

안정성

수익성
주주환원

대규모 기업집단 미 소속기업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국내계열사
보유 기업

단독 기업

부채비율

93.83%

156.08%

87.35%

86.55%

유동부채비율

57.33%

117.46%

64.77%

59.30%

비유동부채비율

36.49%

38.62%

22.58%

27.25%

현금비율

35.14%

41.02%

101.36%

106.09%

영업이익률

5.82%

8.32%

2.51%

-15.27%

순이익률

0.83%

5.08%

-0.23%

-17.50%

배당성향

29.33%

28.09%

22.83%

19.20%

산업특성을 고려한 재무비율 현황
쉎 기업이 소속된 산업에 따라 재무적 특성이 상이하므로16), 산업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의 재무현황을 분석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의 중분류 산업코드를 이용, 56개의 중분류 산업별로 상장기업을
재분류하여 조사함

쉎 산업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각 변수 별 산업평균값을 측정한 후 개별 상장기업과의 차이를
계산한 수치들의 평균값들은 아래와 같음
<표 4> 산업특성을 고려한 상장기업의 재무현황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구분

안정성

수익성
주주환원

대규모 기업집단 미 소속기업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국내계열사
보유 기업

단독 기업

부채비율

-2.04%p

32.44%p

-2.44%p

-7.21%p

유동부채비율

-12.85%p

23.63%p

-0.97%p

-8.74%p

비유동부채비율

10.81%p

8.82%p

-1.47%p

1.53%p

현금비율

-94.38%p

-45.58%p

1.65%p

25.91%p

영업이익률

1.33%p

2.21%p

1.67%p

-8.40%p

순이익률

-3.86%p

-1.71%p

1.40%p

-5.11%p

배당성향

3.21%p

2.19%p

-0.11%p

-1.11%p

16) Scott, Jr. D. F. and J. D. Martin, 1975, “Industry influence on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Management｣, 4(2),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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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산업 평균값보다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현금비율을 보여줌
○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유동부채비율과 가장
낮은 현금비율이 나타남
○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앞선 결과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줌

쉎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앞선 결과와
대비적인 모습이 나타남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국내계열사 보유 기업들에 비해 산업평균 순이익률이
더 낮음
○ 특히,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산업평균보다 더 낮은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쉎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타 집단에 비해 주주환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타 집단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게 나오며, 이 중 상위
4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산업평균에 비해 3.21%p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줌

결론
쉎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다른 재무적 특성을
나타냄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과 배당성향이 높은 반면에, 현금보유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산업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됨

쉎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들의 평균 수익성은 다른 상장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산업특성을 고려한 후에는 오히려 낮음
○ 이는 기업집단의 재무적 총량에 근거하여 분석한 기사17)들의 내용과는 다른 결과임

쉎 본 조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적 특성 분석 시, 기업집단 단위에서 재무적 총량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계열회사들의 평균 재무비율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비교 분석이 가능함
○ 동일산업 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17) 주석 12)와 주석 14)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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