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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징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종합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사회의 특징이 각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본질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회의 특징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별하여 이사회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조사된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본질 및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사회의 특징이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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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본질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이사회 특징, 이해관계자 관리,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경제정의지수 

학   번: 2015-2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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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이해관계자 관리(stakeholder management)란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및 환경 등과 같이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Kaysen, 1957; Freeman, 

1984). 최근 기업의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주주관점에서 

벗어나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reeman, 1984).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해관계자의 정의(Freeman, 1984; 

Clarkson, 1994; Donaldson and Preston, 1995), 범주화(Waddock and 

Graves, 1997b; Waldman, Siegel, and Javidan, 2006), 재무성과와의 

연관성(Pava and Krausz, 1996; Hillman and Keim, 2001; King and 

Lenox, 2001) 및 선행요인(Wang and Coffey, 1992; Webb, 2004; 

Kacperczyk, 2009) 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데(Victor and Cullen, 1988; Johnson and Greening, 

1999), 이는 이해관계자 관리가 경영진 및 주주에 의해 선택된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정라미, 김수연, 장영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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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중에서도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Schwartz, Dunfee, and Kline, 2005; 

Walls, Berrone, and Phan, 2012), 선행연구에서 이사회의 특징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선행요인임을 밝혔다(Freeman, 1984; 

Johnson and Greening, 1999; Post, Rahman, and Rubow, 2011). 

이사회의 특징으로는 사외이사 비율(Arora and Dharwadkar, 2011), 

사내이사 소유지분(Kacperczyk, 2009), 이사회 규모(Hillman, Keim, and 

Luce, 2001) 및 이사회 다양성(Bear, Rahman, and Post, 2010)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특징이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아직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Wang and Coffey, 1992; Johnson and Greening, 1999; 

Williams, 2003; Kacperczyk, 2009; Arora and Dharwadkar, 2011; Oh, 

Chang, and Martynov,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의 특징에 대한 

변수로 사외이사 비율(Johnson and Greening, 1999)과 사내이사 

소유지분(Kacperczyk, 2009)을 사용하여 이사회의 특징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인 

이유를 이사회의 특징이 각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종합지수를 사용하였다(Webb, 2004; Bear et 

al., 2010; Arora and Dharwadkar, 2011; Harjoto and Jo, 2011).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본질 및 특성에 따라 이사회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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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이사회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조사된 국내 기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비금융 기업에 속하는 12 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외이사 비율과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외이사 비율과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의 특징이 각 이해관계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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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사회의 특징이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대용치(proxy)로 경제정의지수 

(KEJI index)의 총점만을 사용하였다(박지현, 김양민, 2015; Oh et al., 

2011; Chang, Oh, Jung, and Lee, 2012; Chang, Oh, Park, and Jang, 

2017).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징이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그리고 대리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사회의 특징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연구 대상, 변수, 그리고 분석방법을 

설명하였고, 제 5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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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  

1.1. 이해관계자의 정의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은 1963 년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 

(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내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단인 기업의 지원자 

개념으로 정의되었다(Freeman and Reed, 1983). 이후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은 1980 년대 중반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Freeman and Reed, 

1983; Freeman, 1984).  

 Freeman(1984)은 기존의 이해관계자로 인식되었던 주주, 고객, 

종업원 및 공급자의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Freeman(1984)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기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 영향을 받는 집단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영향을 받기만 하는 집단도 이해관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eeman, 1984). 

이 외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Mitchell, Agle, and Wood, 1997),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는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는 범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Winsor, 1992). 

Ahlstedt and Jahnukainen(1971)은 이해관계자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기업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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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Davis and Frederick(1984)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경영 활동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다. Cornell and Shapiro(1987)는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Evan and Freeman(1988)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압력이나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집단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였다. Bowie(1988)는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Hill and Jones(1992)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기업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구성원이라고 정의하였다. Brenner(1993)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업이 도덕적 책임을 갖는 집단, 즉 기업과 정당하고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였다. Langtry(1994)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에게 도덕적 또는 법적인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Clarkson(1994)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에 자본 

또는 인적자원 등을 투자하여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게 되거나,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Nasi(1995)는 기업과 상호작용을 함으로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을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였다. Donaldson and Preston(1995)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절차적 또는 실질적 측면에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Mitchell et 

al.(1997)은 이해관계자를 기업에 대한 영향력,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이해관계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긴급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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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좁은 의미에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며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만을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반응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으로 파악한다(Freeman and Reed, 1983).  

 

1.2. 이해관계자의 분류 

 이해관계자의 본질적 특성 및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 자발적 이해관계자와 비자발적 

이해관계자, 시장 이해관계자와 비시장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에 대한 특성을 

중심으로 일차적 이해관계자(primary stakeholders)와 이차적 

이해관계자(secondary stakeholders)로 구분하였다. Carroll(1991)은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일차적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공식적, 사무적, 혹은 계약적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이차적 이해관계자는 그 이외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larkson(1995)은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일차적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투자자, 

종업원, 고객, 공급자, 정부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반면 이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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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단으로 대중매체가 이에 포함된다. Clarkson 

(1995)은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itchell et al.(1997)은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를 

기업에 대한 소유권 유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투자 여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받는지 여부, 기업과의 관계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맺어졌는지 여부, 기업에 대한 권리가 계약으로부터 오는지 

도덕적 근거로부터 오는지 여부, 자원 제공자인지 기업이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하는지 여부, 기업의 위험을 공유하는지 기업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Casciaro and Piskorski(2005)는 일차적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명시적 계약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이차적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암묵적 계약 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Van der Laan, Van Ees, and Van Witteloostuijn(2008)은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관계의 본질에 따라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였다.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집단을 일차적 

이해관계자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은 이차적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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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man and Keim(2001)은 자본 또는 인적 자원 등을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집단을 일차적 이해관계자로 보았으며, Donaldson 

and Preston(1995)은 일차적 이해관계자를 투자자, 종업원 및 공급자와 

같이 자원의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과 고객과 같이 자원의 생산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Clarkson(1988)은 계약관계의 속성을 기준으로 자발적 

이해관계자와 비자발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하였다. 자발적 이해관계자는 

자본 또는 인적자원 등을 투자함으로써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선택한 

집단으로 투자자, 공급자, 종업원 및 고객 등을 포함한다. 비자발적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가 될 때까지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정부 및 

지역사회가 이에 포함된다.  

Davis and Frederick(1984)은 시장제도를 기준으로 시장 

이해관계자(free market stakeholders)와 비시장 이해관계자(non-

market stakeholders)로 구분하였다. 시장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을 공급함으로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 참여하는 경제적 

이해당사자이다. 반면 비시장 이해관계자는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지역사회, 정부, 대학 및 

사회단체가 이에 포함된다.  

Carroll(1989)은 조직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 이해관계자 

(internal stakeholders)와 외부 이해관계자(external stakeholders)로 

분류하였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와 종업원을 포함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정부 및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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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를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이사회의 

특징이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3.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은 기업의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기존의 주주관점(shareholder perspective)에서 벗어나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관점(stakeholder perspective)을 제공한다 

(Freeman, 1997). 주주관점에서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를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보며 주주의 이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Prabhaker, 1998; Moore, 1999; Gamble and 

Kelly, 2001). 반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는 기업이 주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없다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Freeman, 1984).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의 하나이며, 주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우선순위를 

갖지 않는다(Freeman and Reed, 1983; Vinten, 2001; Aguilera and 

Jackson, 2003; Letza, Sun, and Kirkbride, 2004).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은 Freeman(1984)에 의해 발전되고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다. Freeman(1984)은 그의 저서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에서 주주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eeman(1984) 이전에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주주, 공급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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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기업에 자원을 투입(input)하고, 기업은 고객에게 

산출물(output)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Freeman(1984)은 기존의 이해관계자로 인식되었던 주주, 

공급자, 종업원 및 고객에 경쟁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를 추가하여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기업과 양방향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그림 1>과 같은 

기본 이해관계자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기본 이해관계자 모형 

출처: Freeman(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MA: Pitman. 

 

 

이후 Freeman(2003)의 수정된 이해관계자 모형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Freeman(2003)은 <그림 2>와 같이 기업과 

상호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를 투자자, 공급자, 종업원, 고객 및 지역사회인 

다섯 개의 그룹으로 줄이고 이들을 박스 내부에 배치하였다.  박스 외부에는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정부, 환경, NGO, 비평가, 미디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을 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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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된 이해관계자 모형 

Freeman, E. (2003). Lecture - Stakeholder management revisited: 

What’s the state of the art. Leuven. 

 

 

Freeman(1984) 이후에 다수의 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Wood, 1991; Clarkson, 1995; Jones, 1995; 

Waddock and Graves, 1997a),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Donaldson and Preston(1995)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관리의 

접근방법은 크게 기술적(descriptive), 도구적(instrumental), 그리고 

규범적(normative)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기술적 접근법은 이해관계자 관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업의 

특성이나 경영방식을 서술하는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본질(Brenner and Cochran, 1991),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 (Brenner and Molander, 1977; Wang and 

Dewhirst, 1992), 그리고 기업의 실제 운영방안(Clarkson, 1991; Halal, 



13 

1990; Kreiner and Bhambri, 1991)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접근방법이다.  

도구적 접근법은 이해관계자 관리와 재무성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이해관계자 관리를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접근방법이다(Jones, 1995). Donaldson(1999)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 관리와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Pava and 

Krausz, 1996; Waddock and Graves, 1997a; King and Lenox, 2001), 

부(-)의 관계(Wright and Ferris, 1997) 또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기도 

하여(McWilliams and Siegel, 2000)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규범적 접근법은 경제적 성과가 아닌 기업의 도덕적 혹은 철학적 

규범으로 이해관계자 관리를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Carroll, 1991). 

규범적 접근법에서는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즉, 기업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규범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Dodd, 1932; Carroll, 1989; Kuhn and Shriver, 1991).  

 

2. 자원 의존 이론 

이사회의 특징이 어떻게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자원 의존 이론, 대리인 이론,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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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층 이론 등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자원 의존 이론은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조언 및 상담과 같은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Hillman and Dalziel, 2003). 이사회는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시하는 통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에 조언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제공자의 역할 또한 수행한다(Johnson et al., 1996). 

특히 이사회의 자원 제공자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기업이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Boyd, 1990) 

이해관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Bear et al., 

2010).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게 되고,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Siciliano, 1996; Webb, 2004, 

Bear et al., 2010).  

자원 의존 이론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실증 연구가 존재한다. Wang and Coffey 

(1992)는 미국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 중 78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세전 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증가함을 

밝혔다. Coffey and Wang(1998) 역시 포춘 500 대 기업에 선정된 98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의 자선 활동이 정(+)의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Johnson and Greening(1999)은 포춘 1,000 대 

기업에 선정된 252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인 KLD 지수가 높아짐을 밝혔다. W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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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미국의 394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KLD 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이 많음을 보였다. Chang et al.(2012)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80 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인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이 많음을 보였다.  

하지만 Arora and Dharwadkar(2011)는 S&P 500 에 선정된 

518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외이사 비율과 KLD 지수가 

부(-)의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Williams(2003)는 포춘 500 대 

기업에 선정된 185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자선 기부금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이해관계자 관리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였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가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부(-)의 관계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어 사외이사 비율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3. 대리인 이론 

이해관계자 관리 이론 및 자원 의존 이론 이외에도 이사회의 특징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대리인 이론이 사용되었다. 

대리인 이론은 사내이사에게 소유지분을 제공함으로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Jensen 

and Meckling, 1976; Eisenhardt, 1989). 즉, 사내이사가 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추구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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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McConnell and Servaes, 1990; Denis, Denis, and Sarin, 1997). 

따라서 이해관계자 관리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내이사의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Johnson and Greening, 1999; Chang et al., 2012). 

하지만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하여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친다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 관리에 

들어가는 자금이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실증 연구가 존재한다. Wang and Coffey 

(1992)는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세전 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늘어남을 보였으며, Coffey and Wang(1998)은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자선 활동이 늘어남을 밝혔다. 하지만 Oh et al.(2011)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18 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이해관계자 관리가 부(-)의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박지현, 김양민(2015) 

역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277 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함을 밝혔다.  

또한 Kacperczyk(2009)는 미국의 878 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KLD 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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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집단, 종업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의 관계, 부(-)의 

관계,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혼재된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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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1.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는 기업의 외부 환경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Mintzberg, 1983). 따라서 사외이사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 활동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조언을 함으로써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ohnson et 

al., 1996). 또한 사외이사는 기업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사내이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Wang and Dewhirst, 1992).  

 기업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Donaldson, 1999).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골고루 

관리한다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기업의 강점과 

이미지를 크게 부각할 수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의 사외이사 비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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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이사 소유지분  

사내이사가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일치되어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추구하게 

된다(McConnell and Servaes, 1990; Denis et al., 1997). 하지만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Shleifer and Vishny, 1989). 이는 경영자가 

이해관계자 관리와 같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게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라미 외, 2016).  

 경영진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때, 내부 이해관계자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비용을 먼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종업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과 같은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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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조사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에 있는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매년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상위 200 대 기업을 발표한다. 본 

연구는 상위 200 대 기업 이외에도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경제정의지수 

(KEJI index)가 조사된 모든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총 1,501 개 기업이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을 통하여 기업 및 이사회에 대한 정보와 재무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금융업, 12 월 결산 법인이 아닌 기업, 그리고 기업 

및 이사회에 대한 정보나 재무자료가 누락된 기업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표본에는 총 1,006개의 관찰치(기업-연도)가 포함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 및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사용하였다.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경제정의연구소에서 1991 년부터 매년 발표 

해오고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지표로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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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대용치(proxy)로 사용되고 

있다(박지현, 김양민, 2015; Oh et al., 2011; Chang et al., 2012, 2017).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그리고 직원만족의 6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직원만족과 소비자보호 항목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인 종업원과 

고객으로 대응시켰다.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구성항목 중 직원만족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을 측정하였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경제정의지수 

(KEJI index) 구성항목 중 소비자보호에 대한 점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객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을 측정하였다.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인 직원만족은 총 

15 점으로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인적자원 개발, 임금 및 복리후생, 그리고 

노사관계로 평가된다. 소비자보호는 총 15 점으로 소비자 권리보호, 소비자 

관련법 준수, 그리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있다. 소비자보호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고객만족 관련 인증 및 수상,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 금융 소비자 보호, 불공정 약관, 구매 강요 행위, 각종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 그리고 품질 및 소비자 안전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2.2.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다. 

독립변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발표된 전년도의 자료를 사용 

하여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1 년의 lag time 을 주었다. 사외이사 비율은 이사회 구성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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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 총 구성원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이사회 총 구성원과 사외이사가 몇 명인지는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의 임원약력에서 직명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사내이사 소유지분은 이사회 구성원 중 CEO 를 포함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로, 사내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를 기업의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사내이사의 

보유주식 수와 기업의 총 발행주식 수는 각각 TS2000 의 임원약력 및 

소유주식 현황과 주식의 총수 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2.3.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제시된 기업 연령, 기업 규모, 기업 성과, 부채비율, 이사회 규모, 산업 및 

연도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 연령은 기업이 설립된 이후 조사 

년도까지 몇 년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기업 연령이 

이해관계자 관리와 정(+)의 관계(Robert, 1992; Moore, 2001) 및 

부(-)의 관계(Cochran and Wood 1984)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업 규모 또한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기업의 총 매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Udayasankar, 2008).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이해관계자 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Brown and Perry 1994; 

Johnson and Greening 1999). 따라서 기업 성과에 대한 측정치로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인 ROA 를 사용하였고, 부채비율은 총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사회 규모에 따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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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규모를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사회 규모는 이사회의 총 

인원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영향력과 시간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과 년도를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 및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통계분석 도구인 Stata 11.0 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로 횡단면과 시계열에 대한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 

정확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임의 

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임의효과 GLS(Generalized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4 

제 5 장 연구 결과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VIF 가 10 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검증 결과 각 변수들의 VIF 값이 

1.05 부터 1.6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임의효과 모형 GLS 회귀분석 

결과이다.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기 위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형 1 은 사외이사 비율이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 비율과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94, p≤0.01). 사외이사 비율과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120).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이 지지되었다.  

모형 2 는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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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77, p≤0.05). 사내이사 소유지분과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467). 이러한 결과는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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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소비자 보호 9.85 0.68 1

2. 직원만족 9.27 1.07 0.093** 1

3. 사외이사 비율 0.54 0.16 0.020 -0.053 1

4. 사내이사 소유지분 0.10 0.14 -0.018 0.094** -0.234** 1

5. 기업 연령 37.16 17.73 0.077** 0.038 -0.055 0.135** 1

6. 기업 규모 8.47 0.64 -0.187** -0.087** 0.257** -0.341** -0.062* 1

7. 기업 성과 0.05 0.10 -0.024 0.043 0.039 -0.058 -0.044 -0.040 1

8. 부채비율 0.74 0.67 -0.011 -0.076** 0.070* -0.131** -0.010 0.187** -0.120** 1

9. 이사회 규모 3.75 1.70 -0.148** -0.039 0.301** -0.093** -0.028 0.512** 0.003 -0.013 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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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귀분석 결과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독립변수

사외이사 비율 0.394** -0.120

(0.135) (0.215)

사내이사 소유지분 -0.377* 0.467

(0.191) (0.300)

통제변수

기업 연령 ߙ0.002 0.001 ߙ0.003 0.000

(0.001) (0.002) (0.001) (0.002)

기업 규모 -0.158*** ߙ0.120- -0.169*** -0.088

(0.045) (0.071) (0.047) (0.074)

기업 성과(ROA) -0.186 ߙ0.508 -0.199 ߙ0.548

(0.186) (0.301) (0.187) (0.302)

부채비율 0.073* -0.056 0.071* -0.051

(0.036) (0.057) (0.036) (0.057)

이사회 규모 -0.033* -0.002 -0.024 -0.008

(0.016) (0.246) (0.015) (0.02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1.278*** 10.789*** 11.579*** 10.444***

(0.362) (0.568) (0.387) (0.606)

Wald Chi Square 310.95*** 358.47*** 304*** 361.17***

Number of obs 1006 1006 1006 1006

p ≤ .10, * p ≤ .05, ** p ≤ .01, *** p ≤ .001 ߙ 

모형 1 모형 2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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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이사회의 특징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사회의 특징으로는 자원의존 이론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비율을 살펴보았고,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사내이사 소유지분을 

살펴보았다.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경제정의지수(KEJI index)가 

조사된 국내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가 한정된 자원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고려한다기 보다는 기업의 강점과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보다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내이사가 종업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과 같은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비용보다는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용이한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비용을 먼저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인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사회의 특징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종합지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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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표를 구성하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 비율과 사내이사 소유지분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계자 관리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본질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대용치(proxy)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구성 항목 중 직원 

만족을 사용하였고,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대용치(proxy)로는 

소비자보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및 고객 이외에도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존재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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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evidence of mixed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characterist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As a measurement of stakeholder 

management,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used a composite index, summing 

all of the types of stakeholder management. These mixed findings may stem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keholder group. Sinc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keholder group are different, the effects of board characteristics on it may also be 

different. By disaggregating the composite index into internal stakeholders and 

external stakeholders based on the boundaries of the firm,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the board characteristics on in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and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and inside director ownership affect the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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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dataset listed in KEJI database from 2012 to 2015,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in the study. First, the higher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the more the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increases than the in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Second, as the inside director ownership increased, the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decreased rather than in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board characteristics on in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differs from external stakeholder managemen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keholder group.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 need to classify the comprehensive stakeholder 

management index according to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keholder 

group fo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characterist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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