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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윤리경영이 기업의 현금 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연구1)
유용근2)･이상혁3)･전성민4)

본 연구는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윤리경영 지수를 사
용하여 국가별 기업윤리 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지수와 개별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간
상관관계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가에 속한 총 4,872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
한 기업일수록 현금 보유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업 윤리경
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음(-)의 상관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 하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수단을 대체하여 기업 윤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
킴으로써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제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을 제시했다는데 주된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현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대리인 문제를 기업 윤리경영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수단을 대
체하여 추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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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13개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윤리경영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현금 보유량은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그 결과 미국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현금 수준은 2017
년말 1조 9900억 달러에 달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 비금융기업의 현금 보유량은 2018년말
현재 1조 6900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7년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5) 국내 기업들 역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국내 20대 기업의 현금 보유량은 2018년 중 전년 대비 12조원이나 증가한 바 있
다.6)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 및 정책적 대
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서 국가별로 차
이가 있는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해당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은 현금 보유에 따른 제반 기회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유 자산 중 현금
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편익 또는 동기로서는 전통적으로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가 제시되어 왔다. 거래적 동기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거래를 위
해 외부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일정 수
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예비적 동기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망한 투
자기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축적하거나, 미래 영업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기업이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에 의해 현금 보유량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정보 비대칭성이 크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 재무적 제약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현금보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과 같이 외부 자금 조달이 용이한
기업은 대체적으로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Kim, Mauer
& Sherman, 1998; Opler, Pinkowitz & Williamson, 1999; Almeida, Campello &
Weisbach, 2004; Faulkender & Wang, 2006; Denis & Sibilkov, 2009). 이러한 시각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투자기회를 모색하거나
경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써 현금 보유량을 증
5) Financial Times. “US corporate cash pile shrinks as spending climbs after tax cuts”
(https://www.ft.com/content/81ff6034-8b91-11e9-a1c1-51bf8f989972) (2019.06.11)
6) 한국경제. “움츠린 기업, 자산 팔아 ‘현금’ 12兆 늘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30859701)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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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자들이 기업내
자산에 대한 재량권을 높이고자 과도하게 현금을 보유하려 한다는 대리인 문제 측면에서
의 부정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Myers & Rajan, 1998). 예를 들어 Jensen(1986)은 경영자
가 잉여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보상을 늘리거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Chen et al.(2012)은 대리인 문제 관
점에서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할수록 경영자가 기업 내부에 현금을 과도하게 보
유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ittmar, Mahrt-Smith & Servaes(2003)은 주
주권리보호가 미흡한 국가의 기업들이 주주권리보호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두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는 주주권리보호 법규가 미흡한 국가일수록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외
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박순홍･연강흠(2009), 강윤
식･국찬표･윤진수(2015), 정용우･양규혁･조은정(2017)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
록 현금보유 수준이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경영자가 사적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려 한다면 최근의 기업 현금 보
유량 증가는 대리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윤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의 과잉 현금 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서 역할 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
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정신”을 의미한다.7) 경영
자가 이러한 윤리경영에 기초하여 기업을 운영할 경우, 경영자는 1차적 이해관계자인 주주
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Davidson & Steven(2013)은 기업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재무보고 품질
이 높아지며 유상증자 이후의 기업성과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Jo & Kim, 2008;
Huang et al., 2008; Choi & Pae, 2011; Chen, Kang & Wolfe, 2018). 즉, 기업이 윤리경영
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업 윤리경영은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
는 기업지배구조 수단의 하나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자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자산 형태의 변동이 쉽고 자의
7) 윤종설 등(2013), “기업윤리경영지원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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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용이 가능한 현금 자산이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
이다. 만일 기업 윤리경영이 기업지배구조 수단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윤리경영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억제되어 경영자가 과도하게 현
금을 보유하고 이를 유용할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다. 즉,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대리인 문제로 인한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가 억제되어 해당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윤리경영 지수를 사용하여 국가별 기업윤리 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지수와 개별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가에 속한 총 4,872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활용하여 수행
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 윤리경영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국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국
기업의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억제되어 결
과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별 윤리경영 수준
과 개별 기업 현금 보유량 간 음(-)의 상관관계는 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
록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대신하여 기업 윤리경영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
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나, 국가별
윤리경영 수준이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국
가변수로서 윤리경영 요인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둘째,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경제 변동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 선택
의 결과라는 견해와 대리인 문제로 인해 기업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소한 기업 현금보유량의 일부가 경
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 윤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기업지배구조 수단
을 대체하여 기업 윤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억제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각국의 정책당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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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서술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1. 기업의 현금보유량에 대한 선행연구
기업이 제반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현금자산을 보유하는 주된 원인으로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을 제시하여 왔다. 첫째, 기업이 일상적인 거래에 있어 현금을 필
요로 할 때 이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현금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외부에서 이자비
용을 부담하면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일상적인 현금거래에 대비하여
현금 조달을 위한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동
기를 거래적 동기라고 한다.
둘째, 기업은 미래의 투자기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선제적으로 축적
하거나 미래 경제환경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
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할 유인을 가진다. 즉, 기업은 미래의 유망한 투자기회를 놓치지 않
거나 예상치 못한 재무적 곤경을 피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에서 다른 자산보다 현금을 보
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기업의 현
금 보유와 관련하여 Opler, Pinkowitz & Williamson(1999)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영업활동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현금보유 수준이 높고 대
기업과 같이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은 낮다는 실증결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재무적 제약 또는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외부 자
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다고 보고하였다(Kim, Mauer
& Sherman, 1998; Almeida, Campello & Weisbach, 2004; Faulkender & Wang, 2006;
Han & Qui, 2007; Denis & Sibilkov, 2009). 특히 Bates, Kahle & Stulz(2009)는 1980년부
터 2006년까지 미국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동 기간
동안 현금흐름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현금을 예비적 동기에 의해 보
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
기회 또는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현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유인을 가진다. 이는 현금이 다른 자산으로 쉽게 전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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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경영자 재량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Myers & Rajan, 1998). 보다 구체적으
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자신의 재량
권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움으로써 다양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경영
자 보수 인상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Jensen(1986)은 경영자가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경영자 보상을 늘리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증가한 원인을 대리인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지배구조
는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en et al.(2012)은 2005년 시행
된 중국의 주식분할제도 개혁으로 중국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상장 기업의 자산대비 현금 비중이 23%에서 20%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ittmar, Mahrt-Smith & Servaes(2003)은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현금보유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자들이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유인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Kalcheva &
Lins(2007) 역시 주주권리보호가 약한 국가 또는 기업일수록 대리인 비용이 높고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기업가치에 공헌하는 정도가 감소한다고 지적하였다. Ozkan & Ozkan(2004)
은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자
소유지분이 높아질수록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지지만 경영자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는 비대칭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
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지배구조
는 대리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과잉 현금보유를 억제하는 기제로 역할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8)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외국의 선행연구와
대체로 유사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 및 투자
기회, 부채비율, 기업규모, 투자지출 및 현금흐름 등이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재식, 2006).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
업일수록 현금 보유량이 많으며, 외부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

8)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Harford, Mansi & Maxwell(2008)은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는 미래의 투자 기회보다 현
재의 소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인수 합병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현금을 빠르게 소진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Harford, Mansi & Maxwell(2008)은 다양한 기업지
배구조 측정치(주식소유 집중도, 경영자 보수, 이사회 구성 및 주주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지배
구조가 취약할수록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R&D 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 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단기 프로젝트에 현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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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재무
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에 대한 예비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금보유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민식･김수은, 2014). 한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현
금보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김성표(2007) 및 신민식･김수은(2010)은 경영자 또
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현금보유 수준이 낮아졌으나, 이들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초
과하는 경우 해당 지분율이 상승함에 따라 현금 보유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
순홍･연강흠(2009), 강윤식･국찬표･윤진수(2015), 정용우･양규혁･조은정(2017)는 이사회의 독
립성이 보장되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양승희 등(2018)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
해 우리나라 기업의 과잉현금보유 성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는 우리나라
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선행연구
기업 윤리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경쟁기업 및 협력업체, 소비자,
주주, 시민사회, 정부, 환경 등과의 관계에 있어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치와 사명이라고 정
의될 수 있다.9)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과
더불어 기업경영에 있어 윤리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윤리적 책임의 이행을 기업의 의무로
인식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자
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목적, 즉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
익, 나아가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기업 윤리경영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의사결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Davidson & Steven(2013)은 기업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Huang et al.(2008)은 기업이 독립적인 이사회
를 구성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을 경우 이익조정 규모
가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Choi & Bae(2011) 또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기업 윤리경영이 강조될수록 해당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유연성을 최대한 활
용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Chih, Shen &
Kang(2008)은 46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일수록 이익 유연화 정도 및 순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9) 김기찬등(2002), “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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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Chih, Shen & Kang(2008)은 기업 윤리강령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재무보고 행태가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10)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업 윤리경영이 강조될수록 경영자는 주
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된다. 즉, 기업 윤리경영은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
구조 수단의 하나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윤리경영은 기업의 과도한 현금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
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가설 설정
최근 들어 기업의 윤리경영 이행여부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덕목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즉, 기업의 이윤 창출 만을 추구했던 기존의 경영 방식과는 달리 주주를 비롯한 종
업원, 협력업체,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적 경영 방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는 신의를 바탕으로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광고 등
을 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보호 등의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 윤리경영에 있어 1차적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내부거
래나 인위적인 주가 조작, 회계분식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
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자산 관리 및 내부 규칙 준수 등의 덕목 역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여유자금을 경영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 또는 부당
한 정치적 로비자금 등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주 관점에서 기업 윤리
경영이 실천된다는 것은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
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자산을 경영자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
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윤리경영은 기업의 제반 의사결정에
10) Gotti et al.(2018)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다양한 국가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윤리경영 수준
과 해당국 기업의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Gotti et al.(2018)은 Scholtens &
Dam(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다양한 국가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 윤리경영 지수 산술평균값을 해당
국가의 윤리경영 수준을 대표하는 국가별 윤리경영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방법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별 문화 특성과 개별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Scholtens &
Dam(2007)의 연구에서 단순 기술통계량으로 보고된 개별 기업 윤리경영 지수의 국가별 산술평균 값을
해당 국가의 윤리경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Gotti et al.(2018)이 수행한 실증분석 및 그 결
과는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시의성 높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
다는 점에서 Gotti et al.(2018)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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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수단으로서 역
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는 주주와 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자산으로의
전용이 용이하고 자산 사용에 대한 자의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현금자산을 선호할 유
인을 가진다. 그러나 경영자를 통제하는 기업지배구조 수단으로서 기업 윤리경영이 원활하
게 수행될 경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성공적으로 통제됨으로써 경영자 자신의 사
적 이익을 위한 현금자산 보유 동기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윤리경
영 수행 정도와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 현금 보유량 증가현상이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합리적 선택의 결
과라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윤리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록 기업의 윤
리경영 수행 정도와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기업의 현금 보유량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
우 이러한 상관관계는 여타 기업지배구조의 강건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
어 기업 윤리경영이 주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이행을 강조하지만 경영자에 대한 직접적
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보완적인 기업지배구조 수단이 미비 되어 있을 경우, 기업 윤
리경영 이행을 통한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 억제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강건할 수
록 보다 강해질 것이다.
반면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여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기업일수록 기업 윤리경영이 여타
기업지배구조의 대체적인 경영자 모니터링 수단으로서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를 보다 효과
적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
조가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11) Harford, Mansi & Maxwell(2008)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이 감소할 경우에도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투자기회
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익성 또는 성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현금을 단기간에 소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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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Ⅲ. 연구모형 및 표본 설정
1. 기업 윤리경영 수준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스위스의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윤리경영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
별 기업윤리 수준을 측정하고 해당 지수와 각국 기업의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IMD는 세계경쟁력연감(Competitiveness Index Year Book)을 매년 발
간하여 60여개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IMD는 국가 경쟁
력을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IMD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력을 단순
GDP나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국가적 환경 역시 해당 국가의 경제력 평가에 매우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IMD는 기업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기업들의 잠재력
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개별 기업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요소로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최영출, 2009).
보다 구체적으로 IMD는 국가경쟁력을 경제운용 성과, 정부행정 효율, 발전 인프라, 기
업경영 효율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각 분야는 5개의 하위부문으로 구성되고
총 20개 부문 내의 341개 항목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이 평가된다. IMD는 정량적으로 측
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의 경우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각국별로 다양한 부문의 경영자와
경영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별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0~10점 척
도로 조사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IMD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그 타당성을 널리 인정받아
개별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소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증분석 연구에 활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Healy et al.(2014)은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17개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시장경쟁 수준을 측정하고 국가별 시장경쟁 강도가 개별 기업 수익성의
시계열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노정희･최종서(2016)가
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해당 지표가
회계투명성을 경시하는 국내 개별 기업의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2) 김득갑(2008),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삼성경제연구소.
13) 강희종･김기국･신승우(2013),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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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업경영 효율 분야의
기업경영 관행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윤리경영 항목에 대한 지표를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지수로 활용하였다.14) 해당 지수는 특정 국가에 속한 기업들 내에서 윤리경영이 이행되고
있는 정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계 및 재무 분야 선행연구들이 각국
별 투자자보호지수(La Porta et al., 1998)와 같이 주로 특정 시점에 측정한 국가별 지수를
실증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해당 지수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IMD가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는 기업 윤리경영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각국 윤리
경영 수준의 변동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또한 기업 윤리강
령 도입 여부가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선행연
구(Loe, Ferrell & Masfield, 2000; Stevens, 2008)의 지적을 고려할 때, 다양한 경영자와
경영전문가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하는 IMD의 기업 윤리경영 지수는 기업의 실질적인
윤리경영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는
변수로 판단된다.

2. 실증분석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현금 보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다음의 식(1)을 사용하였다.

   α   β   β ․    β ․  
 β   β   β    β  
 β   β    β   β 
 Σ   Σ   





:
:
:
:

(식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총자산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수준
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14) 기업경영 효율 분야는 기업경영 관행 외에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기업행태 및 가치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 관행의 하위 분야로는 기업 윤리경영 외에도 기업의 적응력, 경영자의 신뢰성, 이
사회, 감사 및 회계관행, 고객 만족도,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건강/안전/환경 분야 등이 포함
되어 있다.
15) IMD는 국가경쟁력 지수 산출을 위해 매년 2월 중 제휴기관을 통해 각국의 경영자와 경영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4월까지 설문에 대한 회신을 취합한 후, 6월에 해당 연도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문을 통해 산출되는 국가경쟁력 지수는 해당 연도의 국가경쟁력을 시차 없이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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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장부가액을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의 자연로그 값
개별 기업의 60개월(최소 24개월) 주식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을 활용하여 계산한 베타
총부채의 장부가치/총자산의 장부가치
과거 5개년의 자기자본이익률 표준편차
국가별 투자자보호 수준
국가별 위험회피 성향
국가별 개인주의 성향
SIC의 2자리 산업코드를 활용한 산업더미
연도더미

종속변수인  는 기업의 현금 보유량으로 총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수준( )
은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하나인 윤리경영 항목에 대한 지수를 활용하였다. 만일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대리인 문제가 완화
되어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한다면 식(1)의 β 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에 의해 기업의 현금 보
유량이 증가한다면 β 은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가 기업지배구조의 강건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기업지
배구조 수준( )을 식(1)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Ethic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이하 EIRIS)에서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 지수를 해당 변수로 활용하였
다. EIRIS는 40개 국가의 3,500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강건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설문 대상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국가의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강건성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실증분
석에 있어 그 효용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Scholtens & Dam, 2007). 보다 구체적으로
EIRIS는 기업지배구조의 강건성을 네 가지 설문 문항에 대한 가부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
해당 설문 문항은 (1)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2) 이사회 구성원 중 1/3 이상
이 독립적인 이사인지 여부; (3)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4) 이사회 이
사 보수의 공개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IRIS는 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각 문
항에 해당될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고 그 합산 값을 해당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는 0에서
3의 정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의 가설 2에 서술된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일수록 기업 윤리경영이 대체적인 기업지배구조 수단으로서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
할 수 있다면 기업 윤리경영 수준( )과 기업지배구조 지수( )간 교
호항의 회귀계수인 β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에 반해 기업 윤리경영이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여타 기업지배구조가 보완적으로 강건할 수록 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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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따라 기업 현금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기업별, 국가별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
여 기업 시장가치의 자연로그값( )을 포함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장부가액을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의 자연로그값( )을 추가하였다. 기업
의 재무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거 60개월(최소 24개월) 동안 개별 기업의 월별 주
식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한 체계적 위험 추정치인  와 총부채의 장
부가치를 총자산의 장부가치로 나눈 부채비율( )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내재된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거 5개년 동안의 자기자본이익률 표준편
차로 측정한 이익변동성( )을 추가하였다. 한편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인으로서 투자자보호 수준( )을 통제하였으며, 해당 변수는 La
Porta et al.(1998)을 따라 각국의 사법 효율성, 사법 체계 및 부패 수준 지수의 합으로 측
정하였다. 아울러 개별 국가의 문화적 차이가 기업의 현금 보유량 및 기업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chlotens & Dam, 2007; Chen et al., 2015)를 고려하여
Hofstede(2001)가 제시한 각국의 위험회피 성향( )과 개인주의 성향( )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연
속 변수에 대해 해당 변수 분포의 1% 미만 및 99% 이상의 값을 1% 및 99%의 값으로 대
체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Appendix A>에 서술
되어 있다.

3. 표본 설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IMD가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국가에 속한
비금융기관 기업 중 EIRIS가 제공하는 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지수 및 Compustat Global
Vantage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연도로 구성되었다. IMD 국가경쟁
력 지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수기로 수집하였으며, 표본
에 포함된 기업/연도의 재무자료는 Compustat Global Vantage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개 국가에 속한 4,872개의 기업/연
도 관측치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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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Table 1>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This table presents the distributions of the main variables. Refer to the Appendix for variable
definitions.
[Panel A] Firm-Level Statistics
Variable

Mean

Median

S.D.

10%

90%



0.151

0.114

0.132

0.025

0.318



0.926

0.000

0.970

0.000

2.000



8.101

7.980

1.235

6.753

9.692



-0.685

-0.669

1.292

-2.155

0.886



0.875

0.820

0.580

0.223

1.539



0.197

0.185

0.147

0.004

0.400



0.111

0.051

0.323

0.015

0.197

[Panel B] Country-Level Statistics









Australia

180

7.889

28.52

51

90

Austria

10

7.247

28.07

70

55

Country

N.

Belgium

9

6.876

28.32

94

75

Denmark

7

7.969

30.00

23

74

France

9

6.617

26.03

86

71

Germany

35

7.279

27.16

65

67

Italy

16

4.513

21.21

75

76

Japan

2,414

6.869

27.50

92

46

Singapore

66

7.363

26.79

8

20

South Korea

65

6.398

16.65

85

18

Spain

10

5.324

21.43

86

51

71

6.938

27.67

35

89

United States

U.K.

1,980

7.153

28.63

46

91

Total

4,872
7.017

27.81

69.31

66.23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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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한 [Panel A]에 따르면  의 평균값은
0.151로 본 연구의 표본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15.1%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 평균값은 0.926으로 본 연구의 표본
에 속한 기업들은 EIRIS의 설문 문항에 명시된 기업지배구조 수단 중 평균적으로 1개 항
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한편, 이외의 다른 통제변수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Panel B]는 국가 수준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13개
국가 중 덴마크가 7.969의 가장 높은 기업 윤리경영 지수( ) 값을 가지고 있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각각 7.889 및 7.363의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경영 지수 값을 나타냈다.
반면 이탈리아가 4.513의 가장 낮은 기업 윤리경영 지수 값을 가지고 있고 스페인(5.324)과
한국(6.398)이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기업 윤리경영 지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자보호 수준( )에 있어서도 덴마크가 30.0의 가장 높은 지수 값을 가지
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가 각각 28.63 및 28.52의 높은 지수 값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
(16.65), 이탈리아(21.21), 스페인(21.43)이 투자자보호 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지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험회피 성향( )에 있어서는 벨기에가 가장 높은 지수
값(94)을 나타낸 반면, 싱가포르가 가장 낮은 지수 값(8)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의 성향( )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지수 값(91)을, 한국이 가장 낮은 지수
값(18)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기업의 현금 보유량( )은 기업 윤리경영 지수(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기업지배구조 지수(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현금 보유량( )은 기업규모( ), 베타( ),
이익변동성(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자기자본 시장가격 대비 장부가격
( ) 및 부채비율(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기업 윤리경영 지수( )는 개별 기업 변
수들 중 기업지배구조 지수( ), 기업규모( ), 베타( ), 부채비율
(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한편, 자기자본 시장가격 대비 장부
가격(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윤리경영
지수(  )는 국가별 변수들 중 투자자보호 수준(  ) 및 개인주의 성향
(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위험회피 성향( )과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변수인 기업 윤리경영 지수( )가 기
16)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각국 기업들의  변수 평균값은 이탈리아, 미국, 독일이 상대적으
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벨기에, 싱가포르,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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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통제변수와 가지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최고 0.159이며 국가별 변수와 가지는 상관
계수의 절대값은 최고 0.339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현금 보유량( ), 기업 윤리경영 지수( ) 및 기업지
배구조 지수( )가 통제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변수간 단순상
관관계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다음 절에서 식(1)에 기반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은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 1
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열(1)은 식(1)에 의거한 최소
자승(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열(2)는 국가별 표본 수의 차이에 따라 본 연구
의 실증분석 결과가 표본 수가 많은 국가에 의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별 표본 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한 가중최소자승(WLS)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
다. 열(3)은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상관관계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잠재적 변수에 의해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1)의 변수들을 해당 변수
의 연도별 변동값으로 대체하고 수행한 최소자승(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Table 3>에 보고된 t값은 기업별 클러스터링 효과를 통제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산출
하였다.
<Table 3> Results of Multivariate Regressions
This table presents the results of regressions of firms’ cash holdings on the ethical management
index. Column (1) reports the result of the level regression. Column (2) reports the result of the
country-weighted least squares regression using an inverse of the number of observations from each
country as the weight. Column (3) reports the result of the change regression. The regression
equations for columns (1) to (2) and (3) are as follows, respectively:

  α  β β  β × 
   Σ  Σ  ε
Δ  α  β  β  β  × Δ
 Δ  Σ  Σ  ε
Refer to the Appendix for variable definitions.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two-tailed), respectively. Industry fixed effects are included based on the
2-digit SIC code. T-statistics in parentheses are corrected for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ing at the
fir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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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Variables



＊

(1) Level Model

(2) WLS Model

(3) Change Model

-0.020***

-0.026***

-0.010**

(-2.81)

(-2.98)

(-2.08)

-0.004

-0.003

0.005***

(-1.06)

(-0.69)

(3.17)

***

***

0.010**

0.022

0.018

(2.73)

(2.71)

(2.23)



0.004

0.008*

0.013***

(0.78)

(1.67)

(2.60)



-0.018***

-0.019***

0.001

(-5.33)

(-3.66)

(0.16)

**

-0.123

**

-0.105

-0.055*

(-2.20)

(-2.31)

(-1.94)






***

-0.349

***

-0.274

-0.024

(-12.66)

(-7.77)

(-0.91)

0.028***

0.068***

0.004

(3.81)

(3.90)

(1.28)

0.002

0.001

(0.95)

(0.54)



-0.001**

-0.001***

(-2.22)

(-2.75)



-0.001***

-0.002***

(-3.17)

(-3.86)

***

0.322***

0.011***

(3.06)

(3.51)

(3.46)

Year Fixed Effect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Fixed Effects

Included

Included

Included

0.392

0.540

0.044

Constant

Adj. R-sq.
F-value
Number of obs.

0.250

***

46.47

4,872

***

30.16

4,872

3.97***
4,158

열(1)에 보고된 최소자승(OLS) 회귀분석 결과 기업 윤리경영 지수( )의 회귀
계수 값 β 은 -0.020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2.81). 이는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아질 수록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즉,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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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통제되어 해당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
가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 윤리경영 지수( )와 기업지배구조 지
수( )간 교호항의 회귀계수 값 β 는 0.02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값=2.73). 이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수
단으로서 기업 윤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여 경영자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할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 중 자기자본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 )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
한 음(-)의 값을, 그리고 이익변동성( )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성장성이 높거나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이
큰 기업일수록 예비적 동기에서 현금을 보다 많이 보유하려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의 예측과는 달리 체계적 위험( ) 및 부채
비율( )은 각각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통제 변수 중 위험회피 성향( )과 개인주의 성향
( )은 각각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2

났다. 한편, 수정 R 는 0.392(F값=46.47)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
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2)에 보고된 가중최소자승(WLS) 회귀분석 결과, 기업 윤리경영 지수( )의
회귀계수 값 β 과 기업 윤리경영 지수( ) 및 기업지배구조 지수( )
간 교호항의 회귀계수 값 β 는 열(1)에서와 마찬가지로 1%에서 유의한 음(-)의 값과 양
(+)의 값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1)에 보고된 본 연구의 주된 실증분
석 결과가 표본 수가 많은 일부 국가에 의해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1)의 모든 변수를 각 변수의 연도별 변동값으로 대체한 후 수행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열(3)에 보고된 바와 같이 β 과 β 는 각각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과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본 연구에서 IMD가 매년 발표하는 윤
리경영 지수를 활용함에 따라 가능해진 실증분석으로 열(1)에 보고된 본 연구의 주된 실증
분석 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상기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국
가에 속한 기업일수록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어 해당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 윤리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으로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여 해당 기업
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 열(3)에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 R2가 0.044(F값 = 3.97)로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모든 변수를 각 변수의
변동값으로 대체한 후 수행하는 회귀분석의 일반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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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기업의 현금 보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리인 문제
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 현금 보유량의 증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과
잉현금 보유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윤
리경영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가에 속한 총 4,872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활용하여 실
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한 기업일수록 현금 보유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업 윤리경영 수준과 현금 보유량 간 음(-)
의 상관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 윤리경영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의 기업
지배구조 수단을 대체하여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과잉현금 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 본 연구는 기업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서 기업의 윤리경영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된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경영자
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대리인 문제를 기업 윤리경영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수단을 대체하여 추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당국의 꾸준한 노력
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기업의 과잉현금보유 성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양승희
등, 2018), 국내 20대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2018년 중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는 등 기
업의 과잉현금보유 성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윤리
적 책임의 이행을 기업의 의무로 인식하여 완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실증분석 결
과의 해석에 있어 독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는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13개 국가의 기업들로 국한된 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표본에 포함되
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 국가의 일부 기업들 만을
실증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잠재적인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현금보유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양한
기업별, 국가별 변수를 통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에 의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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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의 과잉현금보유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
제로서 기업 윤리경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촉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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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xtent of firms’ ethical management and cash holdings around the world. By using an international sample of 4,872
firm-year observations from 13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02-2015, we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level of cash holdings on the extent of
firms’ethical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we use the ethical practices score, one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es developed b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as the proxy for the extent of firms’ ethical management.
We observe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cash holdings and the extent
of firms’ethical management. Furthermore, such a negative association is greater
when the corporate governance is weaker.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at
firms’ethical management, as ad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helps to
limit opportunistic behavior from managers when determining the firms’levels of
cash hold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the firms’ ethical
management as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cash holding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hat firms’ethical management
can substitute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to address the agency problem within
firms’decisions of cash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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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ariable Definitions
Variable



Definition

Total cash and marketable securities divided by total assets.



Ethical practices score, a sub-criteria in a ‘Corporate efficiency’ factor which is
one of the four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factors developed b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Measure of corporate governance with a score from zero to three based on the
survey question:“Does the company (1) separate the roles of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2) have a board comprising more than 33% independent directors; (3)
have an audit committee comprising a majority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4)
disclose director remuneration. Companies’answers could be“none”, “one”, “some”,
or “all”. The range of this measure is 0∼3.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Natural logarithm of book-to-market ratio.



Stock market beta estimated by regressing minimum 24 (up to 60) prior monthly
stock returns against the corresponding world market return index.



Leverage ratio, measured by total debt divided by the book value of total assets.



Standard deviation of return on equity in the last five years.



The sum of judicial efficiency, rule of law, and corruption from La Porta et
al.(1998).



Uncertainty avoidance score from Hofstede(2001).



Individualism score from Hofsted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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