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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sing Korean manufacturing firms’ logistics costs, we
investigate whether logistics costs are “sticky” and how the degree of
stickiness of logistics costs varies with firms’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s both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majority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and
outside director ratio on the board. Our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logistics costs increase on average 0.599% per 1%
increase in sales but decrease only 0.447% per 1% decrease in sales,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managers are slower in adjusting the
logistics resources when sales decrease than when sales increase.
Secondly, we find that the effect of management types(i.e. whether
managers are owners or not) on the degree of cost stickines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at of pri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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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Korean cost data. Therefore, the issue on the effect of management
types on the degree of stickiness of logistics costs warrants further
research. Lastly, we find that the effect of majority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significantly reduces the degree of stickiness of
logistics costs, which is consistent with prior studies.
This paper has limitation in that it uses estimated logistics costs data
because of data-availability limitation.
Key Words :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logistics costs, stickiness
of costs, ratio of outside directors, majority shareholders’
ownership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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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류비1)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
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행 국가물류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집계한
2001년 국가물류비는 약 80조 7,900억 원이었다. 2007년에는 매년 꾸
준한 증가세를 보여 117조 1,100억 원에 이르러 GDP대비 물류비비율
이 12%에 달하는 것으로서 연평균 약 4.63%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의 증가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국내 물
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기업의 물류비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
무역협회가 국내 1,272개 기업체(종업원 수 10명 이상)를 대상으로 실
시한 2009년도 기업물류비2)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8.37%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기업의
순수 국내물류비는 6.63%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4.77%보
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80%가 물류전
담부서 없이 물류비를 산출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
류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물류비에 대
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인 물류
관리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익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여
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류비에 대한 계획 및 통제를 통해
1)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
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
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
신 등 제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물류비란 이러한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기업물류
비 산정지침).
2) 기업물류비는 판매관리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 항목 중에서 판
매원의 인건비와 판매 부문의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여비교통비․통신비․
수도광열비와 차량운반구 및 판매장비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보관
비, 포장비, 수출비용 등이다(국토해양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기본 해설서(국
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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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비 행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필
요가 있다. 조업도(volume)나 활동(activity) 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가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원가를 이용한 계획 및 통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비 행태에 대한 분
석과 더불어 물류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효과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원가회계에서는 조업도나 활동 수준의 변화에 따라 원
가가 비례적으로 변한다는 원가행태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가
정하였다. 이러한 원가행태의 비례성 가정은 원가계산 과정에서 원가
집합(cost pools)에 집계된 원가를 원가대상(cost objects)에 배부하거
나 이를 추적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행태의 비례성
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산정된 원가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가행태의 비례성에 반하는 원가행태의 비대칭성
(asymmetric cost behavior)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이 활발히 제시
되고 있다. Anderson et al.(2003)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판매관
리비가 감소하는 정도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판매관리비가 증가
하는 정도보다 작다는 하방경직성(downward stickiness)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Anderson et al.(2003)에 의하면 활동수준의 대
용치로 사용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매출액 변화율에 따른 판매
관리비 변화율이 0.546인 반면,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변화율에 따른 판매관리비 변화율이 0.3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 변화의 탄력성이 대칭적이지 않으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조원가, 판매비와 일반관
리비, 그리고 제조원가와 판관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대해서 원가의
하방경직성 존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업물류비의 원
가행태가 하방경직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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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류비의 행태가 대칭성을 가진다는 것은 판매활동 수준이 증가
되는 경우 물류비의 변화정도가 판매활동 수준이 감소할 경우 물류비
의 변화정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류비 행태의 대
칭성은 물류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s)3)이
나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야기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s)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물류비는 투입과 산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재
량적 원가(discretionary cost)의 성격을 가진다(육근효, 1997). 따라서
물류와 관련한 경영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정비용이나 대리인비용
이 발생한다면, 물류비의 행태에도 하방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물류비 원가행태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매
출액 변화율에 따른 물류비 변화율을 파악함으로써, 물류비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Anderson et al.(2003)의 연구 이후, 국내․외에서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산집중도(asset intensity)를 나타내는 총자산규모, 종업원집중도
(employee intensity)를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종업원 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Anderson
et al., 2003). 매출액의 변화 정도가 큰 경우에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하방경직성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bramaniam and Weidenmier, 2003; 이
석영 등, 2004). 또한 재고자산회전기간, 지배주주지분, 실질GDP성장
률, 유형자산집중도, 해외매출액 비중 및 적자규모 등이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정형록, 2007; 구정
호 등, 2009).
이러한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며, 특히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목표불일치성의 결
3) 조정비용은 수요가 감소했다가 향후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 자원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 신입사원을 채
용할 경우 소요되는 탐색 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하는 현금 비용뿐만 아니
라, 직원의 해고로 인한 동료 직원의 사기저하 등 비현금 비용을 포함한다(문호
은․홍철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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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나타날 수 있다(이용규․한경찬, 2005; 정형록, 2007; Chen et al.,
2008; 이용규․남천현, 2010). 그러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
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n et al., 2008). 또한 이용규․남천현(2010)은 경영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평가와 보상과 같은 통제시스템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기업이 소속된 산업의 특성, 기업의
경영조건 및 통제시스템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물류비의 비대칭성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목표불일치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불일치성을 감
소시키기 위한 통제시스템이 물류비의 비대칭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이용규․남천현,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경
영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
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물류비의 행태가
하방경직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물류비 행태의 하방
경직성이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
다.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 행태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물류와 관련된 기업의 수익성 예측과 효율적
인 물류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비 관리
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표본선
정과 변수에 대한 정의 및 측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
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Ⅴ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
를 요약하고, 연구의 공헌점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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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전통적으로 조업도나 활동의 변화에 따라 원가가 대칭적으로 변화
한다고 가정했으나, 최근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원가
행태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Noreen and
Soderstrom, 1994; Cooper and Kaplan, 1999; Anderson et al., 2003;
Subramaniam and Weidenmier, 2003).
Noreen and Soderstrom(1994)은 병원의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활
동수준과 간접원가 사이에 대칭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다.
Cooper and Kaplan(1998)은 확정자원(committed resources)이 외부
수요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대칭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확정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때문이라 주장하였
다. Anderson et al.(2003)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판매관리비의 감
소율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판매관리비 증가율보다 작다는 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을 실증하였다. Subramaniam
and Weidenmier(2003)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활동수준의 변화수준
과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서비
스업, 금융업을 대상으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총원가에 대해 원
가행태를 분석한 결과, 10% 이상의 매출액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
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이 나타났다. 또한 하방경직성
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인 반면, 하방경직성이 가장 낮은 산업은
유통업으로 나타났다. 안태식 등(2004)은 Anderson et al.(2003)의 연
구방법을 국내 제조기업에 적용한 결과, 판매관리비, 경비 및 제조원
가에서는 하방경직성이 발견되었으나, 재료비와 노무비의 경우에는
하방경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는 자원조정에 있어서 증가시키는
속도보다 감소시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비대칭적인 의사결정
에 의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자가 매출감소에 대해 즉각적
으로 반응하여 잉여자원을 삭감한 후, 매출증가 시 다시 자원을 보충
하는 과정에서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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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이 큰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할 때 경영자가 잉여자원을 보유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비대칭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Anderson et al., 2003). 또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지 않아 대리인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높이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가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경영자가 여유 인력이나 자원을
줄이지 않는 것이 기업 전체의 이익에는 반하더라도 경영자 개인이 혜
택을 얻는다면, 경영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이용규․남천현, 2010). Chen et al.(2008)은 수요가 감소하는 시
기에 경영자가 구조조정에 대한 종업원의 사기 저하나 경영자 자신의
위상이 축소되는 비효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휴자원의 감소를 늦추려
는 유인(Empire building incentive)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가행태의 하방경직성은 직접재료비처럼 활동수준의 변동에 의해
기계적으로 변하는 원가요소보다 판매관리비와 같이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원가요소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정비
용과 대리인비용으로 야기되는 원가행태의 하방경직성은 경영자의 재
량권(discre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문호
은․홍철규, 2010). 특히 기업의 물류비는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및
연구개발비 등과 같이 투입과 산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재량적 원가(discretionary cost)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육근효, 1997).
따라서 물류비의 행태는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물류비의 행태는 하방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다.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검증과 함께 원가의 하
방경직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Anderson
et al.(2003)은 비유동자산 집중도, 종업원 집중도 및 경제성장률이 높
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Subramaniam and Weidenmier(2003)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산업별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금융업) 차이를 분석했는데, 비유동자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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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와 재고자산집중도는 제조업, 유통업 및 서비스업에서 원가의 하
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집중도는 유
통업, 서비스업 및 금융업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자비용집중도는 금융업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이석영 등(2004)은 국내 상장기업을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원가항목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활동수준의 변화량이 큰 경우 하
방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고자산집중도, 종업원집중도,
산업집중도 및 2년 연속 매출액 감소 등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
을 미치며, 이러한 관련성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형록(2007)은 재고자산회전기간4)과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며, 실질GDP성장률과 비유동자산집중도
및 해외매출액비중이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유도하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구정호 등(2009)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업이 일시
적으로 감소한 기업보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며, 적자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이외에도 박종국 등(2007)은 재량적 원가의 비율, 장승현․백태
영(2009)은 기업의 재무조건과 성장과 관련된 경영조건, 그리고 정문
종․이성욱(2009)은 경영자의 설비용량 축소 여부가 원가의 하방경직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속된 산업의 특성이나 경영조건 이외에도, Chen et al.(2008)은 기
업의 통제시스템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지배구조가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S&P 1,500대 기업을 조사하여 기업
4) 본 연구에서 재고자산회전기간을 기업특성 변수로 도입한 이유는 Anderson et
al.(2001)의 연구에서 실제로 소비된 운영자원의 양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원가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고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재고자산이 많은 상황에
서 자원수요가 감소되어 재고수준이 높아지면 재고자산에 대한 기대유지비용이
커질 것이므로 자원수요 증가에 비해 자원수요 감소에 대해 더 빨리 반응함으로
써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고수준에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제조원가 항목에 대해 활동성 정도와 재고수준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재고자산회전기간을 변수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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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의 경우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규․한경찬(2005)은 부채비율
이 높은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
형록(2007)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목표불일치
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 하에,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원가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는 실증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용규․남천현(2010)은 회계이익-보상 사이의 관
련성이 존재하는 기업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보다 원가의 하
방경직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성과평가와 보상과 같은 통제시스템이 원가의 하방경직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기업이 소속된 산업의 특성, 기업의
경영조건 및 통제시스템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가의 비대칭성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목표
불일치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불일치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통제시스템(성과평가와 보상, 이사회, 사외이사제도)이 원
가의 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이용규․남
천현,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 특성을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이러한 경영
자 특성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보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가 일치
(incentive alignment)되어 대리인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Jensen and Meckling, 1976).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경영자가 유휴
자원을 감소시키기 않고 유지하려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원가가 하
방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의 원인을 경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송승아 등, 2010). 즉
전문경영자는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구조조정에 대한 종업원의 사
기 저하나 경영자 자신의 위상이 축소되는 비효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휴자원의 감소를 늦추려는 유인(Empire building incentive)을 가지
고 있다(Chen et al., 2008). 따라서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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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에 비해 원가의 비대칭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설 2. 전문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자가 경영
하는 기업보다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크다.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주식소유나 이사회 구성을 통하여 경영자
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부 기제이다. 대
주주와 사외이사는 이러한 내부지배구조를 구성하면서 경영자의 경
영활동을 감시하는 핵심 주체이다. 소액주주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경영진을 적
극적으로 감시하여 기업가치가 증가되는 혜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감시역할
을 수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Grossman and Hart, 1980). 소액
주주와 달리 대주주는 경영자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영자를 적극적으
로 감시할 유인(incentive)을 가지고 있다(Shleifer and Vishny, 1986).
또한 소액주주에 비해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
문에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Barclay and
Holderness, 1989). 따라서 감시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적극적인 감시
인센티브를 가진 대주주가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활용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주
주지분율이 높아져서 감시가 강화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경영
자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유휴자원의 감소를 늦추려는 유인
(Empire building incentive)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지분
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이 감소되므로, 원가의 비대칭성
이 완화될 수 있다.
가설 3.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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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통
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과 실행을
담당하지만, 이사회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역할을 담당한
다. 따라서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성과평가와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하는데,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경영자에 대
한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회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Fama, 1980; Fama and
Jensen, 1983).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부당한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동기․조영
곤, 2001; Beasley and Salterio, 2001; Klein, 2002). 미국의 뉴욕증권거
래소나 나스닥 상장규정에 의하면 상장기업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
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증권거래법에서
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 또는 1인 이상의 요건 가운데 최대값으
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이
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과반수 또는 3인 이상 가운데 최대값으로 사외
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유휴자원의
감소를 늦추려는 유인(Empire building incentive)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이 감소되
므로, 원가의 비대칭성이 완화될 수 있다.
가설 4.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경우,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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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본선정과 변수정의 및 측정
1. 표본선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
업 가운데,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 간이기준(이하 ‘간이
기준’)으로 물류비를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1997년과 1998년은 외환위기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1999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였
다. 2003년까지로 표본을 한정한 것은 2004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가
의무공시 항목에서 자율공시 항목으로 변경되어 기업들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공시하지 않아, 물류비 계산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본기간 중 업종을 변경한 기업과 자본이 잠식된 기업인
경우에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여타 기업과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간이기준으로 물류비를 계산하기 위
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기업을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의 감가상각비 등 명세서에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구분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물류비 계산을 위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재무제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
(주)의 Kis-Value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41개
기업의 705개 기업-년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선정 과정과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패널 A>에는 표본선정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패널 B>에는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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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표본선정 과정과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패널 A> 표본선정 과정
표본선정기준

기업 수 기업-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표본기간 중 업종을 변경한 기업과 자본이 잠식된 기업

466

2,330

94

470

제외 간이기준으로 물류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기업

231

1,155

합계

141

705

<패널 B>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산업명
어업․광업

기업 수
1

비중(%)
0.7

음식료품

11

7.8

섬유․가죽․의복
제지․출판

9
11

6.4
7.8

정유

1

0.7

화학
의약

23
10

16.3
7.1

고무․플라스틱

6

4.3

비금속광물
1차금속

8
11

5.7
7.8

조립금속

1

0.7

기계․장비
전기․기계

6
7

4.3
5.0

전자․통신기기

12

8.5

의료․정밀기기
운수․장비

1
22

0.7
15.6

가구․기타

1

0.7

합계

141

100

<표-1>의 <패널 B>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살
펴보면, 화학제품제조업이 1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운수 및 장비제조업이 15.6%,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업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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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이용하여, 물류비 행
태의 하방경직성을 검증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매출액의 전기 대비
변화율에 따른 물류비의 전기 대비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 1>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1>
  
   
    
log     log   _ log   
     
      
     

여기에서,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

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연구모형 1>에서 회귀계수  은 매출액이 1% 증가하는 경우, 물류
비의 증가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물류
비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액이 감소하면 물류비도 감소할 것이므로 
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매출이 감소한 경우, 물
류비의 변화율은 회귀계수  과  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  +  )는
매출액이 1% 감소할 때의 물류비 감소율(%)을 나타낸다. 만약 독립
변수인 매출액 증감에 대해 종속 변수인 물류비 변화율이 대칭적인
원가행태를 보인다면,  는 0의 값을 가져  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물류비 증가율이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물류비
감소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비대칭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회귀계수
 은 양(+)의 값을 그리고  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회귀계수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매출액 감소 시 물
류비 감소율이 매출액 증가 시 물류비 증가율(  )보다 작아지므로, 물
류비의 행태가 하방경직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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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변수가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모형 2>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2>
   
    
   
log     log   _ log  
    
     
      
   
 _ log   
      
   
 _ log   
      
   
 _ log     
      

여기에서,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

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  기업의  년도 기업지배구조
 :  기업의  년도 경영자유형으로 전문경영자이면 1, 소유경영자이면 0
 :  기업의  년도 대주주지분율
 :  기업의  년도 사외이사더미로 사외이사비율이 5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의  년도 재고자산회전기간
 :  기업의  년도 유형자산집중도

<연구모형 2>에서 주된 관심변수는 기업지배구조변수이다. 기업
지배구조변수는 경영자유형더미, 대주주지분율 및 사외이사더미를
선정하였다.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보다 전문경영자가 경영하
는 기업에서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회귀계수 
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
자의 대리인비용이 감소되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면, 회
귀계수  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감시가
유효한 경우 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이 감소되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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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화되는 경우, 회귀계수  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
고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으로 재고자산회
전기간과 유형자산집중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재고자산회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므
로, 회귀계수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형자
산집중도가 높아질수록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하므로, 회귀계수  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물류비의 변화율이다. 기업의 물류비
는 간이기준5)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항목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물류비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면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수출(경)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손익계
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은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및 수출(경)비 등이다. 이외에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임차
료․수선비․보험료, 물류 관련 부문의 소모품비 그리고 물류설비에
대한 제세금과 기타비용 등의 물류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간이기준
으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물류비 측정 범위에서 배제하
였다.6)

5) 국토해양부의 지침(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기본 해설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2008. 9.)에 의하면 “간이기준에 의한 물류비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명세서의 ‘제조원가’와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에
의해 입수된다.”라고 하였다.
6)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임차료․수선비․보험료, 물류 관련 부문의 소모품비
그리고 물류설비에 대한 제세금과 기타비용 등의 물류비는 재무제표에서 추정하
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이들 항목의 비용에는 물류활동에서
발생한 물류비와 비물류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간이기준을 적용하여 기업물류비를 추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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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항목 중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직접 구할 수 없
는 항목은 가정을 두고 추정하거나 간이기준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재무제표상에서 물류 부문의 차량유
지비만을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전체를 물류비로 간
주하였다. 또한 재무제표만으로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
반구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물류 부문과 비물류 부문으
로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 유형자산 항목 중에서 편의상 물류
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차량운반구만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산정하였
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사업보고서의 감가상각비 등 명세서에서 추
출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집계하였다.7) 복리후생비, 교
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 등의 비목에 포함된 물
류비는 간이기준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물류비를 물류
담당 인원에 비례하여 추정하였다. 연도별 물가에 의한 물류비 변동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집계된 물류비를 200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
준으로 조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결과변수로 사용된 물류비 변화율
은 당기물류비를 전기물류비로 나눈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
하였다.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인 물류비 변화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원인
변수는 매출액 변화율, 매출액 감소더미, 기업지배구조(전문경영자 여
부, 대주주지분율, 사외이사더미), 재고자산회전기간 및 유형자산집중
도이다. 매출액은 2003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
로 측정하였으며, 매출액 변화율은 당기매출액을 전기매출액으로 나
눈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매출액 감소더미는 매출
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7) 차량유지비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물류 부문이 아닌 비물류 부문의 비용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유형자산 가운데 물류와 관련된
항목의 감가상각비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의 현실적인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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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변수로 사용한 기업지배구조 변수는 전문경
영자 여부, 대주주지분율 및 사외이사더미이다. 해당기업의 최고경영
자가 설립자 또는 그 친인척이거나, 경영자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
소유경영자로 분류하여 소유경영자 더미변수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전문경영자로 분류하여 0의 값을 부여하였다(신
현한 외, 2004). 대주주지분율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사외이사비율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여, 사외이사의 수를 총 등기임원의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사외이사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1의 값을 부여하고,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사외이
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이사회 내에
서 부당한 결의를 방지할 수 있어, 이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변수인 재고자산회전기간8)은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재고자산회전기간은 365일을 재고자산회전
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즉, 평균재고자산에 365일을 곱한 후, 연간
매출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유형자산집중도9)는 유형자산을 매출
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따라서 매출액에 비해 유형자산 규모가
커서 유형자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면, 기업의 효율성은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8) 정형록(2007)의 연구에서 관련 변수로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회전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와 수출경기 악화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판매되지 않아 창고에 누적됐기 때문이다. 재고자산 규모가
크면 그만큼 재고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어려워지는
한편 재고자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저가판매에 나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결국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기업수지 개선에
긍정적이다.
9) Anderson et al.(2003) 연구와 정형록(2007)의 연구에서 유형자산집중도는 유형
고정자산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
형자산집중도는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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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
업 가운데,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 간이기준으로 물류
비를 계산할 수 있는 141개 기업의 705개 기업-년 자료를 최종표본으
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본의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2003년 가격 기준으로 141개 기업에 대한 1999∼2003년의 평균 매
출액은 6,323억원이며, 평균 물류비는 29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평균값은 5.72%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
소 더미의 평균값은 0.58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전체의 58%임을
나타낸다. 전문경영자 더미의 평균값은 0.21이며, 전체의 21%가 전문
경영자로 분류되었다. 대주주지분율의 평균값은 32.5%이며, 중앙값은
31.69%로 나타났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
를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매출액 변화율에 따른
물류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자산회전기간의 평균값은 60.26
일이며, 유형자산집중도의 평균값은 62.93%로 파악되었다.
<표-2>

기술통계량(1)
변수

단위

평균값

물류비

백만 원

28,987

매출액

백만 원 632,343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6,807

96,491

149,682 1,968,510

최대값

248

1,018,051

3,597

24,967,265

물류비/매출액

%

5.72

4.71

4.23

0.25

30.42

대주주지분율

%

32.50

31.69

17.10

0.00

95.70

재고자산회전기간

일

60.26

47.30

55.83

1.86

772.69

유형자산집중도

%

62.93

47.18

59.90

1.29

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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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3>은 왜도, 첨도 및 변이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
서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물류비의 경우가 평균 1단위당 변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기술통계량(2)
왜도

변수

첨도

변이계수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물류비

7.45

0.092

60.80

0.184

3.33

매출액

7.68

0.092

68.82

0.184

3.11

물류비/매출액

5.40

0.092

46.76

0.184

0.74

<표-4>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
다. 매출액 변화율은 물류비 변화율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고자산회전기간은 물류비 변화율과 유의
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구분

V1

V2

V1

1

V2

0.528**

1

V3

-0.046

-0.058

1

V4

-0.048

-0.012

-0.005

V5

-0.023

V6

*

V7

-0.078

-0.053

V3

0.003
**

-0.114

**

-0.171

V4

**

0.250

*

-0.089
0.074

V5

V6

V7

1
-0.174**

1

-0.064

-0.113**

**

-0.101

*

0.095

주 : ***, **, *는 각각 1%, 5% 10%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V1 : 물류비변화율 log(LCt/LCt-1)
V2 : 매출액변화율 log(Salest/Salest-1)
V3 : 전문경영자(전문경영인이면 1, 소유경영자이면 0)
V4 : 대주주지분율
V5 : 사외이사비율(5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V6 : 재고자산회전기간(평균재고자산×365/연간 매출원가)
V7 : 유형자산집중도(유형자산/매출액)

1
0.1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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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비 원가행태의 비대칭성 분석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간 매출액
의 전기 대비 변화율에 따른 물류비의 전기 대비 변화율 사이의 관계
를 설정한 <연구모형 1>의 검증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표-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의 추정계수는 0.599이며, 유의
적인 양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이 1% 증가할 경우 물
류비가 0.599%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추정계수는 -0.152로,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매출액 감소 시 물류비 감소
율     이 매출액 증가 시 물류비 증가율(  )보다 작아지므로, 물류
비의 행태가 하방경직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1%
증가하는 경우 물류비는 0.599% 증가하지만, 매출액이 1% 감소할 경
우 물류비는 0.447%(0.599-0.152) 감소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하방경
직적인 행태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내․외의 실증연구(Anderson et al.,
2003; 안태식 등, 2004; 이석영 등, 2004; 정형록, 2007 등)에서 제시된
판매관리비 및 제조원가가 하방경직적 행태를 나타낸다는 실증 결과
와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표-5>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

  
  
  
log      log    _ log   



    

    
   

회귀계수

β0
β1
β2

예상부호

Adj.R2
F값

추정치

t값

?

0.006

0.574

+

0.599

12.034***

-

-0.152

-1.958*
0.281
138.57***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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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 행태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가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2>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전문경영자 여부, 대주주지분율 및 사외이사더미로 구분하여,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1) 경영자 유형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경영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 2>에서 기업지배구조변수로 전문
경영자 여부를 고려하였다. 소유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보다 전문경
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회귀계수  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연구모형 2>에서 회
귀계수  가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매출액 감소 시
물류비 감소폭이 소유경영자보다 전문경영자 집단에서 더 작게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경영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계수  의 추정치 0.567은 매출
액이 1% 증가할 경우 물류비가 0.567%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매출액이 1% 감소하는 경우 물류비는 0.401% 감소하기 때문에, 물류
비가 하방경직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문
경영자 여부와 관련된 회귀계수  의 추정치가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경영자 기업에서 제품에 대한 제조원
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는 이용규․한경찬(2005)의 연구와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원가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원가
항목의 차이와 분석 대상 표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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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경영자 유형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log        log      _     log  
      
       
      
     
     
   _     log          _     log       
       
      
     
   _     log          
       

회귀계수

예상부호

추정치

t값



?

0.019

1.820*



+

0.567

11.610***



-

0.147

1.289



+

-0.134

-1.321



-

0.002

5.264***



+

-0.181

-4.185***

Adj.R2
F값

0.323
***

68.26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
을 부여한 더미변수
 :  기업의  년도 경영자 유형으로 전문경영인이면 1, 소유경영자이면 0
 :  기업의  년도 재고자산회전기간(평균재고자산×365/매출원가)
 :  기업의  년도 유형자산집중도(유형자산/매출액)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재고자산회전기간이 긴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
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휴자원이 많은 경우 자원량을 감
소시키려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리게 되어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자산집중도가 높은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자산집중
도가 높은 경우, 기정자산의 성격을 지닌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강
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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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지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지분율이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연구모형 2>에서 기업지배구조변수로 대주주지분율을
고려하였다.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이 감소
되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면, 회귀계수 β 3 가 양(+)의 값
을 갖게 될 것이다. 대주주지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표-7>

대주주지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log        log      _     log  
     
       
       
     
     
   _     log          _     log       
       
       
     
   _     log          
       

회귀계수

추정치

t값



예상부호
?

0.020

1.908*



+

0.565

11.564***



-

-0.053

-0.382



+

0.550

1.729*



-

0.002

6.502***

+

-0.186

-4.513***


2

Adj.R

0.324

F값

68.63***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  기업의  년도 대주주지분율
 :  기업의  년도 재고자산회전기간(평균재고자산×365/매출원가)
 :  기업의  년도 유형자산집중도(유형자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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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져서 감시가 강
화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유휴자원의 감소를 늦추려는 유인(Empire building incentive)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귀계수  의 추정치가 유의적인 양의 값
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의 대리
인비용이 감소되므로, 원가의 비대칭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매관리비의 하방경
직성을 분석한 구정호(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재고자산회전기간이 긴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
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자산집중도가 높은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3) 사외이사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사외이사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 2>에서 기업지배구조변수로 사외이
사비율더미를 고려하였다. 사외이사의 감시가 경영자의 대리인비용
이 감소되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경우, 회귀계수  가 양
(+)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사외이사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비율에 따라 물류비의 하방
경직성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외이사비율이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Che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경우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결과
를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재고자산회전기간이 긴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
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귀계수  의 추정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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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자산집중도가 높은 경우에
물류비 행태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8>

사외이사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log        log      _     log  
      
       
      
     
     
   _     log          _     log       
       
      
     
   _     log          
       

회귀계수

예상부호

β0
β1
β2




추정치

t값

?

0.018

1.700*

+

0.570

11.651***

-

0.090

0.806

+

0.045

0.420

-

0.002

5.926***

+

-0.210

-4.705***

2

Adj.R
F값

0.322
***
67.80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  기업의  년도 물류비
 :  기업의  년도 매출액
_ :  기업의  년도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
 :  기업의  년도 사외이사더미로 사외이사비율이 5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의  년도 재고자산회전기간(평균재고자산×365/매출원가)
 :  기업의  년도 유형자산집중도(유형자산/매출액)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물류비가 매출
액의 변화율에 따라 비대칭적 행태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 기업지
배구조변수가 물류비의 비대칭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물류비의 변화가 하방경직적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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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변수로서 경영자의 유형(전문경영자
여부)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
업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변수인 대주주지분율과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업
가운데,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 간이기준으로 물류비를
계산할 수 있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비가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물류비가 증가하는 비율이 매출액이 감소
하는 경우에 물류비가 감소하는 비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판
매관리비나 제조원가를 이용한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선행연구
와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서, 대칭적 원가행태를 가정하는 전통적 원
가추정방법과 이를 이용한 경영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재고자산회전기간과 유형자산집중도와 같은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기업지배구조 변수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유경영자 기업의 경우에 원가
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된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문경영자 여부 변
수는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셋째, 대주주지분율의 경우는 지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비용이 감
소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사회의 독립성을 측정한 사외이사비율은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원가행태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연구는 제조원가와 판관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나, 물류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재량적 성향이 강한 물류비의 행태가 하방경직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보완한다. 둘째, 물류비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 변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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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물류비의 원가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
한 이해를 확대하여 물류비 절감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정책 수립과
이에 대한 내부통제의 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기업물류비를 이용한 학술연구는 주로 설문분석을 이용한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신용평가의 기업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기
업별 물류비를 추정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물류비의 하방경직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물류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
에, 물류비를 산정할 때 간이기준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물류비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물류비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선정 등에도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연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는 직접적인 기업물류비 자료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 과거 대한상공
회의소나 무역협의(국제물류지원단)에서 설문 방식으로 조사되는 기
업물류비는 개별업체의 물류비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고, 또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
구에 전혀 활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류비를 추정할 수 있
는 정보가 제조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제공된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업물류비보다는 좀 더 정확한 물류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업물류비와 관련한 실증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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