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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주제

0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IT 서비스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실적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소유구조와 기업실적 사이에 존

재하는 매개변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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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주제

02. 가설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기업실적 간의 상관관계, 주요 주주 지분율 간의 차이점 및 계열 내부거래 비중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3가지의 가설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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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유구조 분석

소유구조의 대용변수 국내 선행 연구 해외 선행 연구

오너의 지분율
최대주주의 지분율

최종연(1991)
김병순,송영렬(1994)
김영숙,이재춘(2000)
송영렬,김흥기(2008)

선행 연구에서는 오너/경영자의 지분율 (소유 집중 정도), 외부주주의 지분율 (소유 분산 정도), 경영권 방어장

치 등을 통해 독립변수인 소유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II.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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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집중 정도

경영자의 지분율
임원의 지분율

김주현(1992)
이의택(1993)
김병호(2004)
최우석,이우백(2005)
황동섭(2006)
김희석,조경식(2006)

Mock & Vishny(1988)
Schultz(1988)
Wruck(1989)
McConnel & Servaes(1990)

소유 분산 정도
외부대주주의 지분율
기관투자가의 지분율

외국인의 지분율

이의택(1993)
허화,정기식(1996)
권경택,홍규태(2004)

Pound(1988)
McConnel & Servaes(1990)

경영권 방어장치 Gompers, Ishii & Metrick (2003)



02. 기업실적 분석

기업성과의 대용변수 선행 연구 해외 선행 연구

PBR 
(Market Value
/Book Value),

이의택(1993)

김주현(1992)
허화,정기식(1996)
김영숙,이재춘(2000)

Mock & Vishny(1988)

선행 연구에서는 PBR, Tobin’s Q, 주식투자수익률 등 시장지표와 수익성 지표 등의 재무지표를 통해 독립변수

인 기업실적을 분석하였습니다.

II.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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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표
Tobin’s Q

김영숙,이재춘(2000)
김병호(2004)
최우석,이우백(2005)
황동섭(2006)

Mock & Vishny(1988)
Wruck(1989)
McConnel & Servaes(1990)

주식투자수익률

최종연(1991)
김병순,송영렬(1994)
김병호(2004)
송영렬,김흥기(2008)

재무지표
(회계지표)

수익성 지표
(ROE/ROA)

김병호(2004)
최우석,이우백(2005)
황동섭(2006)
김희석,조경식(2006)
송영렬,김흥기(2008)

Mock & Vishny(1988)

다양한 재무지표
(수익성/성장성/안정성/

활동성/생산성)



01. 표본 선정

주요 IT 서비스 기업의 선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특수분류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속하는 기업 중 2011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추출합니다.

III.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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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독립변수 선정 (1)

IT 서비스 기업의 소유구조 분석을 위해 주요 주주의 지분율을 조사하고, 주요 주주의 성격에 따라 표본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III.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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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독립변수 선정 (2)

III. 연구 설계

IT 서비스 기업의 소유구조 분석을 위해 주요 주주의 지분율을 조사하고, 주요 주주의 성격에 따라 표본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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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종속변수 선정

IT 서비스 기업의 기업실적 분석을 위해 수익성, 성장성, 커버리지, 레버지지 지표를 선정하고, IFRS 기준 2011

년 개별 재무제표를 통해 지표를 추출합니다.

III.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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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제변수 선정

소유구조 이외에 IT 서비스 기업의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합니다.

III.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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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05. 분석 방법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변수간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가설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관계의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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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