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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BBG Euro500

Shanghai Composite

TOPIX

ASX200

Վ: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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䚐ạ 㛹 Ạ㦤⏈ ⋆㡴 ᷱὤ ⴰᵄ⓸⪰ ⸨㜠 㨰Ḕ 㢼㢀
•

䚐ạ㡴 ㉬᷸ ᷱὤ㜄 ⬘㟤 ⴰᵄ䚐 㛹 Ạ㦤⪰ ⸨㜠 㨰Ḕ 㢼㢀U

•

uT  㛹㢨 㢨㢩㢌 ᴴ㐐㉥SG㡔㫴ᴴ⏙㉥㢨 ⠤㛨⇌ 㢨⪰ ⵈ䈉㡰⦐ ⋆㡴 ⵤ㉥䛙㡸 ⸨㢬␘⏈
ᶷ㡸 ᵄ㙼䚌⮨ 㛹 Ạ㦤㢌 㵜㢨㥄㡸 ⱨ㐐䚐 ⵤ ㉥䛙㢌 ␜㍐ ⽸Ẅ⏈ 㤵㤼㾌 㙾㢀UG
Cyclicals vs Non-cyclicals vs ̓ ߳ی

ॳˈ: GICS ٗ߶ۏզ ࣱ̛
Cyclicalsࡵ information & technology, energy, consumer discretionary, materials, industrials ଢ˃. Non-cyclicalsࡵ utilities, consumer staple,
telecommunication, health care ଢ˃ࢎ

Վ: Bloomberg



㛹ⷸ ⵤ ㉥䛙
•

㢨㢩㢌 㡔㫴ᴴ⏙㉥SGᴴ㐐㉥㢨 ⋆㡴 㛹㢰㍌⦑ ⵤ㉥䛙㢨 ⋆㢀

 ˯ײS&P500 ऌܶ ؎ ش߳یзۺବ

Վ: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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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ὤ㛹☘㢌 ⋆㡴 䜸Ἴ ⸨㡔 ㉥䛙
•

㤸㉬᷸  Gὤ㛹☘ 㩅 㐐ᴴ㹑㚕㢨 |zk\㢨 ≌⏈ ὤ㛹 X[Yᵐ 㩅 `^ᵐ ὤ㛹㢨 ㍐䜸Ἴ ㇵ䈐㢸

•

㍐⺴㵸 ㇵ䈐㢬 [\ᵐ ὤ㛹㢌 䓽ἔ ㍐⺴㵸 ⽸㡜⓸ _XL⦐ ⬘㟤 ⇢㢀UGG⋆㡴 㡔┍㉥㡸 㡔㫴䚌Ḕ 㢼⏈ ┍
ὤ⏈ ⱨ㛻㢬ᴴf
ࢴۼˀ technology ݡ ߳یɹণߓ ̘࣮  ە15ʋۉ
ْܸॶ ࡪٵ

Վ: Bloomberg



㢨㢩Ḱ 䜸Ἴ 㵱㻐⥙㢌 㬅㩅䞈
•

ㇵ㠸 XWWᵐ ὤ㛹Q㢌 㜵㛹䜸Ἴ䢄⪸㡴 ᵐ㉔╌Ḕ 㢼⏈ ᶷ㡰⦐ ⇌䇴⇌⮤

•

㢽㜠䜸Ἴ䢄⪸⓸ ⃬㨴䢼 㵱㻐╌Ḕ 㢼␘Ḕ ⸨㢸SGiUU

 ە100л ̘߳* ࠃୀ̓կ ࢄ

ॳˈ: KOSPI200 ̛߶ ࣸ ̖ࡱ߶  2002ϗ ࢇ୯ ࠉʼࢢࢿהɼ ࡪ୪ଞ ̛߶ 100ʎ ࣱ̛
Վ: Quanti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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㢨㢩Ḱ 䜸Ἴ 㵱㻐⥙㢌 㬅㩅䞈
•

Ἤ⤠⇌ 㢨⏈ 㨰⦐ ㇵ㠸 Zᵐ㇠ 㐘㤵㡰⦐ ⇌䇴⇌⏈ 㵝㐐䜸ㇵ㢸

•

ㇵ㠸 XWᵐ ㇠⪰ 㥐㞬䚌Ḕ 㢽㜠䜸Ἴ䢄⪸㡸 ⸨⮨SG㺐ἰ ⮻ ≸ᴸ 㜵㛹 䜸Ἴ䢄⪸㢨 㙹䞈╌Ḕ 㢼㡰⮤ 㢨㜄
♤⢰ 㢽㜠䜸Ἴ䢄⪸⓸ ⫼㢨∼㏘ ㇵ䈐㢸

•

ㇵ㠸 XWᵐ ㇠⪰ 㥐㞬䚌Ḕ⏈ 㐘㫼㤵㡰⦐ ⵤ㡸 㨸 㜠⥙㢨 㛺㢀
 ە3ʋࠃ ۉୀ̓կ ࢄ

 ە10ʋࠃ ࠶ࢼ ۉୀ̓կ ࢄ

ॳˈ: KOSPI200 ̛߶ ࣸ ̖ࡱ߶  2002ϗ ࢇ୯ ࠉʼࢢࢿהɼ ࡪ୪ଞ ̛߶ 100ʎ ࣱ̛
ۘࡢ 3ʎ  ی10ʎیЕ 2014ϗ 10ࡖ 31ࢊ ݤɼদߖ ࣱ̛ࡳԻ ۴ࢽ
Վ: Quantiwise



㢨㢩Ḱ 䜸Ἴ 㵱㻐⥙㢌 㬅㩅䞈
•

ㇵ㠸 Zᵐ㇠ ⵃ ㇵ㠸 XWᵐ㇠㢌 㜵㛹㢨㢩 ὤ㜠⓸⏈ 㫴㋁㤵㡰⦐ 㝠⢰ YWXZ≸ ὤ㨴 ᴵᴵ [_LSG]ZL㜄 㡕
ⵉ䚜 OGYWWY≸ ᴵᴵ XYLSGY[LPG

 ە100л ̘߳ ࠏ߳ࢄࢅ ࢄ

ॳˈ: KOSPI200 ̛߶ ࣸ ̖ࡱ߶  2002ϗ ࢇ୯ ࠉʼࢢࢿהɼ ࡪ୪ଞ ̛߶ 100ʎ ࣱ̛
ۘࡢ 3ʎ  ی10ʎیЕ 2014ϗ 10ࡖ 31ࢊ ݤɼদߖ ࣱ̛ࡳԻ ۴ࢽ
Վ: Quanti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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㢨㢩Ḱ 䜸Ἴ 㵱㻐⥙㢌 㬅㩅䞈
•

yvlG❄䚐 ㇵ㠸 Zᵐ㇠⪰ 㥐㞬䚌⏈ ᷱ㟤 㝘䢼⥘ 䚌⢱䚌Ḕ 㢼㢀U

•

ὤ㛹☘㢌 yvl⪰ ␜㍐䓽ἔ䚌⏈ ᷸䚔 ᷱ㟤SGyvl⏈ ⒈㟥 ⒈ 䆠᷀ 䚌⢱䚌㜠 㢰⺴ ὤ㛹㡸 㥐㞬䚐 ὤ㛹
☘㢌 ㍌㢩㉥㡴 ⾔⪨᷀ 㙹䞈╌Ḕ 㢼⏈ ᶷ㡸 ⸨㜠㩀U

•

ⵤ㜠⥙㢨 㢼⏈ ㇵ㠸 Zᵐ㇠ ⵃ XWᵐ㇠㢌 yvl⏈ 㫑ᴴ㻈㉬

Ьܸ̋ ROE ࢄ

ROE ࢄ

ॳˈ: KOSPI200 ̛߶ ࣸ ̖ࡱ߶  2002ϗ ࢇ୯ ࠉʼࢢࢿהɼ ࡪ୪ଞ ̛߶ 100ʎ ࣱ̛
ۘࡢ 3ʎ  ی10ʎیЕ 2014ϗ 10ࡖ 31ࢊ ݤɼদߖ ࣱ̛ࡳԻ ۴ࢽ
Վ: Quantiwise



㉬ἼḴ⥜ ⵤ䟀䙰㉥䛙
• 䚐ạ㡴 ⵤ㋀☑㜄 䚨㉐⏈ Ḱ㉬䚌⏈ ⵌ⮨SG㣄⸬㢨☑㜄 䚨㉐⏈ ⮨㉬
• ⵤ㜄 䚨㉐⏈ X\U[L㢌 ⵤ㋀☑㉬⪰ 㠄㷐㬉㍌䚌ḔS
㻈ᴴ⦐ Ἴ㡩㋀☑㦹䚝Ḱ㉬ ㇵ 㐐 㺐 Z_L㢌
㢌 ㉬㡜㢨 㤵㟝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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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䍠㣄㢌 㝸⬀䚐 㫑ᴴ
• ㉘⽸䍠㣄⏈ 㫑ᴴ䚌Ḕ ㍐⺴㵸⽸㡜㡴 䚌䛙 㙼㥉䞈 ╌Ḕ 㢼㢀
• 㢨⏈ ạ⇨ ὤ㛹☘㢨 ⺴㵸⽸㡜㡸 㛸ᷝ䚌᷀ Ḵ⫠䚌Ḕ 㢼㡰⮤SG㡔ㇵ㫑㣄 Ἴ㚕㢨 ⬘㟤 䚐 㥄㡸
⸰ ⚀ 㨰㐑㡸 䋩䚨 㣄Ἴ㡸 㦤␠䚌ὤ ⸨␘ 㢨㢩㡸 㡔⸨䚌㜠 ⽸㡜㡸 㦤㥉䚌⏈ ᶷ㡰⦐ ⸨㢸O㻐㷌aG
ᵉ㋀䜸SGὴ㨴㉑SG㛅㫸㜵 T 㣄⸬㐐㣙㜤Ạ㠄P
۳ٵઃ ࢄ

ْܸॶ  ࡪٵࢄ

␘㛅䚐 ˄G˅㡸 ᴴ㫸 Ἴ㡩Ạ㦤 ⺸䞈
•

䚐ạ㡴 䞌㡜 ☥ 㞬⺴ 㻝ᷝ㜄 ⴰᵄ䚐 㛹 Ạ㦤⪰ ᴴ㦀㡰⮤ 㫴⇐ X\≸ᴸ hGjSGGG
SGGG☥ 㜠⤠ 㵜⥴ ᷱ㜵䞌ᷱ Ἵⷴ㡸 ᷱ䜌䚜U

•

ⵌ⮨ 㟤⫠⇌⢰ Ἴ㡩 㛹㡴 Ἤ ἐ⯜⏈ 㫴㋁㤵㡰⦐ 䞉╌㛼㢀㜄⓸ ⺼ẠSG␘㛅䚐 G⪰ ᴴ㫸
Ἴ㡩 Ạ㦤㢌 㫼㤵㢬 ␘ⷴ䞈ᴴ 㢨⨜㛨 㫴㫴 㙾㚌㢀U

•

y⪰ 䚌⏈ Ἴ㡩䟀㇠⏈ 㛺Ḕ y⪰ 䚌⏈ 䜸㐘

•

␘ⷴ䞈═ Ἴ㡩 㐐㏘䊐㢌 ⺴㦥Ḱ 㢨㜄 䚐 ⺼㐔㡴 ὤ㛹☘⦐ 䚌㜠Ἴ ⸨㍌㤵㢬 䜸ἼḴ⫠⪰ 䚌᷀ 䚌⏈
⬘㟤 䆤 㟈㢬㡰⦐ 䑄␜╜UG



- 16 -

ᵐ㉔ⵝ䛙
• 㜠⤠ ⸨Ḕ㉐⪰ 㦹䚝䚨⸨⮨
T ⵤ㋀☑㉬㡜 㦤㥉㡸 䋩䚐 ⵤ㉔䝬⓸ 㥐Ḕ OaἼ㡩㦹䚝 ㋀☑Ḱ㉬ 㐐 ⺸⫠Ḱ㉬P
T ⵤ㨰 㢬⒥㏘⪰ ㇼ⦐ ᵐⵐ䚌㜠 ⵤ㨰㜄 䚐 ㍌㟈㝴 Ḵ㐠㡸 ⋆㢸
T 㨰㨰 㢌ᷤỀ 䚽㇠ ᵉ䞈
T 䏭䢼 㜤ὤἼ㡸 䋩䚐 㤵Ἥ㤵 㨰㨰Ề 䚽㇠OfP

㜤ὤἼ㢌 㤵Ἥ㤵 㢌ᷤỀ䚽㇠㢌 ⱬ㥐㥄
• ⵤ㥉㵹㡴 ὤ㛹㢌 Ḕ㡔㤵 㣠ⱨ㢌㇠ᷤ㥉aG㫴⇌㾐 ᷱ㜵ᴸ㉡㟤⥘
• 㤸㍔䚐 ⵈ㝴 ᵍ㢨SG㢨⦔㤵㡰⦐ ḔⵤSG㤴ⵤ㢌 㤼㤵㢬 ὤ㨴㡴 㦨㣠䚌㫴 㙾ḔSG
⒈Ấ␘⇌ 㝧Ḕ Ἤ⪸㢌 ⱬ㥐ᴴ 㙸␌
• ⵤ䞉㥉㵹㢨 㝧㡴 ⵝ䛙㢬ᴴf
T ὤ㛹㢌 ⵤ㍌㨴㡴 㛹ⷸ⦐ ㇵ㢨䚌㜠 ὤ㛹ⷸ⦐ 㤵㥉䚐 ⵤ㡸 㵲ὤ⢴ ⱨ⫠
T 㛹ⷸ 䓽ἔ㡸 ὤ㨴㡰⦐ 㤵㥉ⵤfG
T ᵍ㡴 㛹 ⇨㜄㉐⓸ ὤ㛹㢌 ㍌㢩㉥S㣠ⱨᶨ㤸㉥ ☥ 㷌䚐 㜠ᶨ㢨 ㇵ㢨Oㇰ㉥㤸㣄 }zGὤ䇴p{P
T ㇵ㠸XW ὤ㛹㡸 㥐㞬䚌⮨ ⵤ㡸 䞉䚔 㜠⥙㢨 㛺ḔSGㇵ㠸XW ὤ㛹⓸  䚐 ㇵ䈐㢸
ⵤ㡸 䞉䚔⬀䚐S 㜵Ạ㤵 㢨㢩㡸 㵱㻐䚌Ḕ 㙼㥉㤵㢨⮤ ⣌䜸Ἴ䢄⪸㡸 ᵐ㉔㐐䇠 ⭭ᶤ⫠ⵐẨ㢨
㐐Ἵ䚌㫴 㢬㠸㤵㢬 ⷴ䞈⏈ ὤ㛹㜄᷀ 䆤 ⺴㡰⦐ 㣅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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㜤ὤἼ㢌 㤵Ἥ㤵 㢌ᷤỀ䚽㇠㢌 ⱬ㥐㥄
• 㜤ὤἼ㢨 㤵Ἥ㤵 㢌ᷤỀ㡸 䚽㇠䚌ὤ 㠸䚨㉐⏈ ⓹⫱㉥ 䞉⸨ᴴ ㉔ᷤḰ㥐SG䚌㫴⬀UU
• 㢨ⶼ ⵤḴ⥜ 㢌ᷤỀ䚽㇠ ⱬ㥐⓸ ᷤạ ὤ㛹㋀☑ 䞌⪌ 㥉㵹㢌 㢰䞌㡰⦐ 㥉⺴㢌
ᷱ㥐㥉㵹㜄 ♤⢰ 㜤ὤἼ㢨 ┍㠄═ ⏄⇀
• ὤ㛹㢌 Ḕ㡔䚐 㢌㇠ᷤ㥉㜄 㜵䛙㡸 㾌⏈ ᶷ㡴 ὤ㛹㜄᷀⏈ 䆤 ⺴㢨Ḕ
䛙䟸 㦿㫴 㙾㡴 ㉔⥴
• 㥉⺴㣠㥉㢌 ⬀㉥㤵 㤵㣄SG㐠ᴵ䚐 ᵐ㢬⺴㵸⪰ Ḕ⥘䚔 ⚀ Ἤ⇌⫼ 㜠⥙㢨 㢼⏈
⫼㫴⫽ ⇜㡴 㨰㟈䚐 ᷱ㥐㨰㷨㢬 ὤ㛹⓸ ᵍ㡴 㷌㫴⦐ ⇨⯜⏈ 㦤㾌
• ㇠㐘SGⵤ㜄 㢼㛨㉐ ⱬ㥐ᴴ ╌⏈ 㥄㡴 㤴ⵤ㢨 㙸⏼⢰ ㇠㤵㢬 㢨䚨㜄 ♤⢰ 㢨
㢩㜄 ⽸䚨 Ḱ⓸䚐 ⵤ㡸 䚌⏈ ᶷ㢨 㝘䢼⥘ ⱬ㥐
OlaGzj㡴䚽SG㤵㣄 X㦤㠄 ⵤ㻈㫸SG⽸ㇵ㣙ὤ㛹㢌 ḰⵤP

㜤ὤἼ㢌 㤵Ἥ㤵 㢌ᷤỀ䚽㇠㢌 ⱬ㥐㥄
• 㞬ạ㜤ὤἼ㢌 ᷱ㟤 㤵Ἥ㤵㡰⦐ 㢌ᷤỀ㡸 䚽㇠䚌⏈ ᷱ㟤⏈ 㷨⦐ 㣄ạ㢌
㐐ᴴ㹑㚕㜄㉐ 㵜㫴䚌⏈ ⽸㡜㢨 XL⇨㞬⦐SGἬ 㜵䛙⥙㢨 ạ⇨ 㜤ὤἼḰ⏈
㉥ᷝ㢨 ␘⪸
• 㐐ᴴ㹑㚕 ⽸ \LG⇨㞬㢌 ⽸㩅㡸 㵜㫴䚌⏈ 㢰⸬㢌 ḩ㤵 㜤ἼὤἼ㢨OnypmPGGG
Ἤ⇌⫼ 㡔㇠䚐⒤ ⴰᴸ⺴ⱬ㢌 ὤ㛹ᷱ㜵㜄 㜵䛙㡸 㨰㫴 㙾⓸⦑ 㤵Ἥ㤵㢬 㨰㨰Ề
䚽㇠⪰ 䚌㫴 㙾Ḕ 㢼␘U
• nypm⏈ 㢌ᷤỀ㡸 㙸㜼 㞬⺴ 㣄 㟨㟝㇠㜄 㠸㢸
• 䜸㣠SGᶴ䋔╌Ḕ 㢼⏈ 㨰㨰Ề䚽㇠ 㐘䚽ⵝ㙼 㩅 䚌⇌⏈ 㨰㨰Ḵ㜠OP㢌
㢰䞌㡰⦐ ᷱ㜵㫸Ḱ㢌 ㇠㤵 䞈⪰ 䋩䚨 㣄ⵐ㤵㢬 ⵤ䞉⪰ 㡔⓸aG㟤⫠⇌⢰㢌
㥉㉐ㇵ 䟜Ḱ㉥㜄 㢌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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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ⵃ 㥐㛬
• ⵤ㉥䛙㢨 ⇢Ḕ ⋆㢀㡴 㠄㢬㢨 㢼Ḕ ㉔㙹㢌 Ḵ㥄㡴 ⱨ⫠
• ᷤạSGὤ㛹ᴴ㾌 Ἥ䞈⪰ 㠸䚐 㺐㤵ⵤ㢨⢰⏈ Ḵ㥄㜄㉐ 㢌㇠ᷤ㥉
• ⵤ䞉⪰ 㠸䚨㉐⏈ 㙼㥉㤵㢨Ḕ ᴴ㐐㤵㢬 㢨㢩㵱㻐㡸 㠸䚐 ᷱ㜵䞌ᷱ㦤㉥
㢨 㩅㟈
• ⵤ䞉⪰ 㠸䚐 㜤ὤἼ㢌 Ạ㷨㤵㢬 㐘䚽ⵝ㙼O㜼aG㤵Ἥ㤵 㨰㨰 䚽㇠ỀP㡴
ⵤ㥉㵹 㢨㞬㜄⓸ ὤ㛹㢌 Ḕ㡔 ᷱ㜵㢌㇠ᷤ㥉㜄 Ḵ㜠䚌⏈ ␜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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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토

론

문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조급해진 정부로서는 각종 긴급처방을 정책에
반영하려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럴 때 일수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섣부른 방식으로 인해 우리의 경쟁력과
강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발제자의 설명처럼 한국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낮은 데에는 산업구
조, 기업 이익률, 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 (IT와
제조업 등 수익변동이 심한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 수익률의 하락추
세 (상위10사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배당여력의 부족현상), 자본이득세
의 부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이득세는 면세) 등은 지적된 바처럼
우리나라 배당성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든 제도적 요인이다.
□ 발제자의 설명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
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성향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1) 이러한 높은 투자성향은 국내총투자율 비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2012년 한국의 국내총투자율은 30.8%였다. 2012년의 총투
자율은 미국이 18.9%, 독일이 17.1%였고 유로지역도 18.6% 수준이다. 아
시아 경쟁국가들의 총투자율은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데, 일본은 20.2%,
대만이 19.2%수준이다.
□ 총투자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2) 2012년 배당성향은 독일이 47%, 미국이 38%, 일본이 34%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22%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다. 투자율이 높을
수록 배당성향이 낮아진다는 또 다른 사례는 중국기업들이다. 2012년도

1) 국내총투자율 국가별 비교는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2) 국가별 상장기업 배당성향 자료는 강소현 김준석 양진영(2012)이 인용한 이한득(2012)의 자료를 참조.

- 21 -

중국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18%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2012년 총투자율은
47.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국내 총투자율과 배당성향간 역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역사적으로도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배당성향이 증가했다. 그러나 외
환위기이후 기업의 투자율은 감소한 추세를 보여줬다. 기업의 투자재원
으로 활용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
다 논외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다음으로는 적정 배당성향과 적정 배당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연기금이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세제상의 요
인, 투자율에 대한 영향 및 글로벌 불확실성 등 다양한 사항을 모두 고
려해야한다. 그러한 고려에서 나타난 결과가 현재 기업들의 배당성향인
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하는지 재고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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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정부는 연기금이 배당관련 주주권행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어떠한 제약
도 받지 않고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 하고 있다.
연기금이 기업에 투자한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에 연기금의 주주권행사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와 관치경제의 심화를 통
한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는 헌법 제126조에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
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위헌 논란의 여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기금의 주주권행사가 근본적인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에
게만 강력한 주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된 내용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
영참여목적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
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법의 대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다 신중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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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배당관련 의사결정참여의 문제
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배당정책에 대한 연기금역할 증대 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이번 연기금을 통하여 기업들의 배당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저조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외국계 자본의 국내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외국계자본 중 직접투자자본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간접투자자본, 즉 투기자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상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의 활성화이지 투기성 간접투자의 활성화는 아니
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연기금이 배당정책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더욱이 기업의 배당정책은 해당 국가의 기업문화와 대외무역의존도와 밀접
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의 역사를 갖
고 있다. 즉, 제조업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각국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보다는 기술개
발이나 신규투자를 위한 자본으로 활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에 직면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고려하여
볼 때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저배당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배당가능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은 일부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이 5% Rule에 대한
제약없이 배당정책에 대한 의결권 강화를 법제화하는 경우 자칫하면, 향후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자 하는 유인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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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공개매수제도를 법제화하고 5% 이상 주식소유자에게 경영참여
목적 여부에 따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가
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행 회사법상 경영권 보호장치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볼 때에 연기금의 배당결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에 비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
져 올 수 있다고 본다.

III. 대안 및 결어
이번 연기금의 배당관련 의결권 확대방안의 명분 중 하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주주총
회에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일부기업의 경우 배당결
의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한 신설기업들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가능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 치고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은 거의 없다.
이는 여전히 배당결의는 주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주주총
회에 배당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주가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363조의2와 제542조의6 제2항에서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일정비율 (비상장회사 3%, 자본금 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 1%,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 0.5%)를 보유한 소수주주가 이들이 원하는 배당률을 주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수주
주가 이사회에 이들이 원하는 배당률을 주주총회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
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기금이 굳이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통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아도 당
연히 현행법상 연기금이 원하는 배당률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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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체주의화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기금이 자본시
장법상의 특혜를 받아가면서 까지 국내기업들의 저배당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사법상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상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굳이 연기금을 통하여서라고 저배당관행을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자
본시장법보다 먼저 국민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여 배당결의에 적극적
참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 행사에 관한 객관적 절차를 명시해
야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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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정무권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1. 낮은 배당수익률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며 외국인 주식투자의 걸림
돌로 작용한다는 말은 다소 과장됨. 국내 기업의 valuation을 낮게 평가하
게 끔하는 여러 상황이 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을 지급하
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배당성향이 낮은 데는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문
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봄. 외부 충격에 민감한 국내경제의 특성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변동성 증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영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평소에 보다 많은 유동성을 지니도록 하였을 수 있음.
2. 국내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는 IT기업들의 경우 더욱 큼. 따라서
안정적인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 확보는 IT기업들
의 경우는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임.
3.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은 배당성향은 상기와 같은 특유 상황에 처
해 있는 국내기업들의 위기관리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기업은 불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비적 동기로 보다 많은 재무적 여분(finanical slack)
의 확보가 필요했을 수 있음.
4. 또한 경영자와 외부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적 여
분으로 축적된 유보이익의 사용은 주식 및 채권발행에 비해 훨씬 선호되
는 자본조달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5. 배당정책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고유의 의사결정이며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국내기업들에게 있어서 투자정책 및 자본조달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이므로, 단순히 배당정책만을 고려한 연기금
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배당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정책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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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배당확대는 단기적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유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7. 잉여현금흐름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배
당에 대한 직간접 압력은 여력이 불충분한 대다수 기업들에 큰 스트레스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러 파생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보임.
8. 배당정책 논의시 기업의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또 다른 방법인
자사주매입(share repurchase)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특히 국내에서는 소
각 목적의 자사주매입인 경우 더욱 그러함.
9.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매입을 통한 잉여현금흐름의 환원이 배당확대보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배당은 주주들에게 일종의 약속이므로 일단 배당
증대가 이루어지면 미래에 다시 삭감하기 어려움. 그러나 국내기업의 입
장에서는 미래의 수익과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더욱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에 일괄적인 배당확대보다는 자사주매입을 통해서 틈틈히 잉여현금흐름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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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 논의의 배경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기치로 한 확장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
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비여건 개선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요한 방법으로서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가계
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는 다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세미나의 주제는 이
중 기업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추진되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배당의 확대이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인 신정순 교수의 발표내용에 공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공감의 내용을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논
의를 통해 전개한다. 첫째는 배당수익률과 배당정책에 대한 논의로서 새경제
팀이 목표로 하는 배당수익률 인상이 적절한 정책적 목표인지를 검토한다.
둘째는 연기금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는 새경제팀의 정책수단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2. 목적이 적절한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배당수익률이 낮은가? 낮다면 왜 낮은 것이고 그 이유
나 배경은 무엇인가? 배당수익률을 낮다고 평가한 후 이를 인위적으로 올리
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해 자본
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새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논의되
기 전인 지난해 말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국내 상장기업 배당정책: 평가
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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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2000년대에 비하여 최근의 배당지급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
렵다. 둘째, 최근 상장기업들은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투자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상장기업들은 총자산과 매출액의 변동성이 금
융위기와 함께 급증하여 최근 금융위기와 함께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해 있다. 넷째, 상장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
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이익을 유보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
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배당을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감소
시키지 않으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상장기업 주주구성은
배당선호도가 높은 주주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저금리·고
령화·기관화(institutionalization)의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배당에 대한 요구
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상장주식에 대한 자분이득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므로 세
율측면에서 배당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배당수
익률이 높은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소재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감소
(2000년 42% → 2012년 16%)한 반면, 배당수익률이 낮은 기술,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2000년 30% → 2012년 52%)하였다. 아
홉째, 수익성·투자활동·성장성·경영위험 등을 고려하여 배당수익률을 비
교해보면 한국시장의 배당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13년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수
익률이 낮게 보이는 것은 기업의 적절한 위험 및 재무관리의 결과이며 이를
전반적인 다른 지수와 함께 고려할 때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분석 외에 본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점은 우리
나라 상장기업이 IMF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험관리와 재무관리
를 매우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당연하고 적절한 반응이며 그 일부가 배당수익률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정부가 배당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높이려는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단통법’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가 인위적인 목표를 위해 시장에 설
익은 정책을 통해 개입할 때 자칫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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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단이 적절한가?
배당수익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앞에서 했
지만 설사 그 정책목표가 옳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을 동원하여 이를 높이려
는 정부의 정책수단이 옳은 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
하여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즉,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
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을 동원하여 배당수익률을 올리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으며 잘못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된다. 신정순 교수의 발표에서도 제시되었
듯이 배당이 낮다고 하여서 주주의 이해를 해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다. 배당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단지 금기에 주주의 현금확보를 증가시킨다
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수익률의 변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연금을 위한 재무적 수익의 흐름을 걱정해야지 이번 기의 현금
의 확보를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올
바른 지침이 아니다.
새경제팀이 배당수익률을 올리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주의 소득흐름을 올
리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 앞의 현금수익을 올려서 오늘의 소비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일시적 경기진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경기진작 효과를 위해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연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실은 이러
한 문제점은 지금도 남아있다. 국민연금은 외국의 다른 연기금과는 달리 사
실상 정부가 강제로 들도록 강제하는 강제연금이다. 따라서 국민이 자발적으
로 선택하지 않은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관철시키
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이른바 이 정부가 과거에는 비판하였던
‘연금 사회주의’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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