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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tock Holdings and Trading by Tax Haven Investors

정호성1) · 김순호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
와 더불어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G20 정상들은 G20 런던 정상회의 선언문(2009.4.2.)에서“회원국의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비협조적 지역
(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할 것”과“은행의 비
밀보호(banking secrecy) 시대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 본 연구는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확대가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거래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ㅇ 이를 위하여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지분 보유가 투자기업의 기업
가치 및 기업 구조(기업지배구조, 배당 및 투자, 주식유동성, 정보적
효율성, 기업고유위험(idiosyncratic risk))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ㅇ 또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거래를 총거래량, 매수, 매도, 순
매수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이들이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분석 방법)
□ 먼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지분 확대가 기업 가치 및 기업 구조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연구방법론과 패널회귀분
석을 이용함
* Dharmapala and Hines (2009)의 조세피난처 분류를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
콩,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파나마, 케이만 군도 등 총 48개 국가 혹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분류함

1)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 (☎ 5308)
2)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051-62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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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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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살펴본 후 기업
의 고유 위험 및 기업 구조(기업지배구조, 배당 및 투자, 유동성, 정보적 효
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

ㅇ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지분 보유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유가증권시장 25,161건, 코
스닥시장 31,533건)를 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해당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다음으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함
ㅇ 조세피난처 투자자 등 투자자별 주식 거래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
까지 투자자 국적을 250개로 분류한 한국거래소(KRX)의 데이터를 이용
(주요 결과)
□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기업 지분의 대량 보유가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낮
추거나 기업 구조(기업지배구조, 배당 및 R&D 투자, 주식유동성, 정보적 효율
성, 기업고유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 한편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주식 거래는 국내투자자나 조세피난처 外 외
국인투자자와 달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변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투자자가 거래한 모든 기업의 해당일 유효 스프레드를 평
균함. 이때 이용한 유효 스프레드는 Goyenko et al.(2005)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
이 체결가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평균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함

□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초
점을 둔 규제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변
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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