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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기업 지분 전략과
국제합작투자 이사회 기능 및
효과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일｜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 중에서 내부화 수단으로서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
IJV)의 전략적 선택과 또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인 IJV 지분수준 결정은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다국적기업의 IJV 지분수준 결정은 호스트 시장에서 기업특유(firm-specific) 입지우위
요소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조직인 IJV의 특성으로 인한 독특한 어려
움 때문에 IJV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후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의 IJV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에 따른 IJV 이사회 기능의 차이와 IJV 이사회 활동-이
사회 효과성 관계에서의 공정성의 매개역할에 주는 영향(moderated mediation)을 분석하는 것이
다.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국내 제조업 99개 IJV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 모기업 지분이
증가하면 IJV 이사회에서 통제기능과 조정기능 모두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모기업
지분이 증가하면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의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인식에 의
한 매개효과가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반면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의 상
호작용공정성의 매개효과는 외국 모기업 지분 수준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제어: 국제합작투자, 외국 모기업 지분, 이사회 기능, 이사회 효과성,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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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JV에서 투자지분 수준을 선택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운영전략
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Moon, 1997). 다국적기업의 내부화 전략에서 호
스트 국가의 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특유 자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 IJV 설립을 추구하게 된다(Moon,
2015). 현지시장 진입방식으로 IJV를 선택하였다면 현지의 보완적 기업특유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IJV 지분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Delios and Beamish, 1999).
한편 모기업의 전략적 목적 달성 측면에서 IJV는 실패율이 높다는 점
(Ernst and Bamford, 2005)을 감안할 때, IJV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IJV 이
사회가 모기업 이익보호 및 파트너들의 이해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은 중요하다(Ravasi and Zattoni, 2006). 또한 IJV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때 각 파트너들이 IJV에 기여하기로 한 상호보완적 핵심자원들의 유입이 순
조롭게 된다(Reuer et al., 2011).
이러한 IJV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 인식은 현지 모기업과 외국 모기업간
차이가 있으며 외국 모기업의 지분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현지 보완
자산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즉 현지 모기업이 지배 주주이거나 상호 균등 지
분의 경우 외국 모기업에 비하여 IJV 이사회 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
감하다. 반면 외국 모기업은 IJV 이사회를 통한 통제기능 수행이 현지 모기
업 대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Luo et al., 2001). 또한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수준이 높은 경우 본사의 글로벌 전략과 IJV 전략 간의 정렬을 위하여
IJV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단일기업 이사회와 IJV 이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근본적으로 다
르다. 단일기업 이사회의 경우 주된 기능인 통제기능에 더하여 자원의존 이
론에 기반을 둔 서비스기능, 자원제공 기능 등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역할에
주목한다(Machold and Farquhar, 2013). 반면 IJV 이사회는 모기업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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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수단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IJV 목적달성을 위하여 파트너와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도 필요하다(Ravasi and Zattoni, 2006). 다시 말해 태
생적으로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하고 계약 외적인 부분에서의 모기업들 간 이
해관계가 다른 IJV 속성으로 인하여 IJV 이사회는 효과적인 조정기능을 가
져야 한다(Goodall and Warner, 2002).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IJV 이사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일반기업 거
버넌스 연구에서 제시하는 접근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조직
의 특성과 연관된 독특한 어려움으로 인해 IJV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통제와
조정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Glaister, 2004). 특히
IJV 목표가 모호하고 파트너들이 상이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질 경우 효과
적인 IJV 이사회는 IJV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Petrovic, 2008).
본 연구의 주제는 두 가지이다. 우선 외국 모기업 IJV 지분수준의 차이에
따라 IJV 이사회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둘째 IJV 이사회 효과
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국내
제조업 99개 IJV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 모기업 지분이 증가하면서
IJV 이사회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모기업이 지배주주일 때
특히 중장기 전략 수립, 단기 예산 승인 등 전략적 통제부분에서의 IJV 이사
회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외국 모기업의 지분수준이 IJV 이사회 활동 – 이사회 효과
성 관계에서 공정성의 매개효과에 주는 영향분석은 박성일 · 박병진(2017)의
실증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IJV 이사회
활동에 대해 IJV 이사회 멤버들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IJV 이사회가 효과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
구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국 모기업 지분이 증가하면 분배 공정성과 절
차 공정성 인식에 의한 IJV 이사회 활동 – 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의 매개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 모기업의 지분이 높더라도 상호작용공
정성의 간접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즉 IJV 이사회 활동 – 이사회 효과성 관계
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높은 매개효과는 외국 모기업의 지분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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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실무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우선
국제직접투자 내부화 이론의 전략적 선택과 IJV 지분전략에 따른 IJV 이사
회에서의 미시적 차이점 양측을 연결함으로써 FDI 이론과 IJV 이론분야 발
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해외시장 진출 및 운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 전략에 따라 IJV 이사회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IJV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IJV 이사회 효과성에 외
국 모기업 지분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증연구가
부족한 IJV 이사회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1. 외국 모기업 IJV 지분 전략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전략적 어젠다 중 핵심요소에 해당하며 관련된 의
사결정들은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과업이다(Moon,
1997; Moon, 2015).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해외자회사 지분수
준 선택이며 두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Delios and Beamish,
1999). 먼저 내부화를 완전자회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IJV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호스트 국가에서 국가특유의 이점을 추구하면 완전자회
사, 반면 현지의 기업특유 우위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할 때는 IJV를 선택하
게 된다. IJV를 선택할 경우 요구되는 현지 기업특유 자산들의 시장거래 코
스트는 감당하기 힘든 소위 시장비효율의 대상이다(Moon, 1997). 따라서
IJV는 현지 요소시장에서는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양측의 보완자산들을
결합시켜주는 효율적 조직형태이면서 중요한 경쟁우위 전략수단이다
(Hennart, 1988). 또한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외국투자가들은 IJV를 통하여
보완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지시장 잠재 경쟁자들 대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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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Moon, 1997).
IJV를 진입형태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두 번째 의사결정은 IJV 지분수준
을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전략 의사결정에서 핵심 고려사
항은 현지 보완자산 확보 필요성과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다. 현지
보완자산의 확보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IJV 지분은 보완자산에 대한 필요성
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완자산 필요성이 높을수록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은
낮아진다(Delios and Beamish, 1999). 또한 외국 모기업의 전략적 의도, 글
로벌통합 필요성 정도에 의해 외국 모기업 IJV 지분은 달라지게 된다(Luo,
2001).
한편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IJV 파트너들 간 지분의 차이는 파트너들이
IJV 운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및 통제의 상대적 수준을 암시한다
(Mjoen and Tallman, 1997). 따라서 핵심자원을 기여하는 외국 모기업이
IJV 지분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기여 자원의 활용과 공유 측면에서 뿐 아니
라 기여 자원의 보호측면에서도 유리하다(Makhija and Ganesh, 1997). IJV
모기업들간 조정 비용과 IJV 목표에 대한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회주의,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과 자산 특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
은 외국 모기업이 직면하는 주요한 리스크이며(Beamish and Banks, 1987),
협동의 잠재이득과 전략적 이득을 훼손할 수 있고 IJV 불안정성의 원인이 된
다.
결과적으로 외국 모기업은 현지 파트너의 유용(appropriation) 리스크와
현지 보완자산에 대한 의존성 등 양쪽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어야 효율적
지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2. IJV 이사회 기능
IJV의 경우는 주주가 다수인 일반기업과는 달리 소수 모기업들이 IJV 이
사회를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IJV 이사회가 IJV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Carv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IJV 이사회 관련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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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대부분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 부분에 국한되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축적된 일반기업 이사회의 연구결과와는 연계되지 않고 독
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Reuer et al., 2011).
IJV 이사회 기능에 대해 비교적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Kriger
(1988), Björkman(1995), Goodall and Warner(2002) 등이 있다. Kriger
(1988)는 36개 다국적기업 해외 현지 자회사들의 이사회 역할에 대한 조사
에서 경영조언 및 승인, 현지국 네트워크 및 환경, 전략계획 참여, 윤리적 이
슈, 이전가격 및 배당 결정 등으로 자회사 이사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
고 전략계획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Björkman(1995)는 33개 IJV 외국
파트너측 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사회 결정사항에 속하는 주요항목
13개를 순위별로 도출하였다. Goodall and Warner(2002)도 Björkman
(1995) 연구에서와 유사한 14개 이사회 기능 항목을 소개하고, IJV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의 중요성을 소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과는 차별적으
로 Ravasi and Zattoni(2006)는 IJV 이사회 기능에서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IJV 이사회는 통제, 경영조언, 자원제공 등
전통적인 전략기능에 더하여 파트너들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상 장소
(forum)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체적 이사회 의
사결정 메커니즘으로서 모기업 이해관계 이질성이 클수록 전략적 포지션 선
택이 IJV 이사회의 주된 기능이 되며, 의사결정 방식도 합리적 분석 보다는
협상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최근 발표된 IJV 이사회 연구들의 특징은 기존 일반기업 거버넌스
연구 결과를 IJV 이사회 환경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Reuer et al.(2011)는 IJV 이사회의 주요기능, IJV 이사회 구조 특성의 영향,
IJV 이사회 내부 역학관계와 프로세스 등의 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일반기업
거버넌스 이론의 접목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합작회사의 규
모가 큰 경우, 비즈니스 범위가 넓은 경우, 그리고 모기업들 간 시장에서 경
쟁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서 IJV 이사회 활동이 IJV 성과에 주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Klijn et al., 2013).
한편 Reuer et al.(2014)은 파트너들 간 긴장관계를 반영하는 특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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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기업들 간 경쟁관계가 클 때, ② IJV 기능이 R&D 활동을 포함할 때,
③ 모기업 간 국가적 문화차이가 클 때, ④ 호스트 국가에서 환경적 불확실
성이 클 때 IJV 이사회 활동수준이 높아진다고 제시한다. 한편 자산 특화성
수준이 높고 그린필드형 보다는 인수형 IJV의 이사회가 통제기능이 강화되
고, 반면 협동기능이 커지는 경우는 지식자원의 기여가 크고, 모기업 국가간
차이가 적을 때이다(Xie et al., 2015). 또한 IJV 이사회의 내부적 역할과 외
부적 역할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파트너 각자의 IJV 이사회 구성
비율이 결정된다(Cuypers et al., 2017).
지금까지 그간의 IJV 이사회 선행연구들은 살펴보았지만 IJV 이사회의 중
요성에 비해 연구실적은 낮은 편이다(Reuer et al., 2011). 이사회 기능의 연
구는 이사회에 관한 정보 접근이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이
로 인해 2차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Daily et al., 2003). IJV
이사회 연구의 경우 이러한 일반기업 이사회 연구의 어려움에 더하여 IJV 성
과측정 기준의 복잡성, 짧은 수명, 모기업 목적의 상이함, 그리고 이전가격
및 보조 계약 등으로 인하여 IJV 이사회 연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Ariño,
2003). 이와 연관하여 특히 IJV 성공과 직결되는 IJV 이사회의 효과성에 대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Petrovic et al., 2006).

3. 단일기업 이사회와 IJV 이사회의 비교
단일기업 이사회와 IJV 이사회 간에 많은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이 있다.
단일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IJV 이사회에서도 모기업(주주) 이익과 IJV 이익
이 정렬되는지 모니터링과 통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즉 IJV 이사회
멤버들도 IJV 경영진이 전략 실행 및 기업활동별 자원배분 등에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Hambrick et al., 2001).
또한 단일기업 이사회에서 서비스 기능 및 경영조언 역할을 하듯이 IJV 이사
회에서도 IJV 운영과 전략수립 과정에서 파트너들간 차이 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Ravasi and Zatton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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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일기업 이사회 vs. IJV 이사회 비교
단일기업 이사회

IJV 이사회

1. 주주구성

다수의 투자가

소수의 이해관계자

2. 경영진 입장

중립

모기업 이익 대변

3. 이사 선임

주주들과는 무관

모기업에서 지명

4. 제품 · 서비스 범위

넓음

제한적

5. 목표 성과

재무적 이익

모기업의 전략적 목표달성

6. 존속기간

영구적

임시적

자료: De Man(2013).

하지만 단일기업과 IJV 간의 뚜렷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단일기업 이사회
와 IJV 이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IJV에서는 모기업들
이 이사회 멤버를 지명하며(Ernst and Bamford, 2005), IJV 이사회의 역할
은 모기업의 다른 통제 메커니즘들(e.g. 핵심 경영포지션에 임명, 인센티브
제공 등)과 대체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Yan and Gray, 1994). 자원과 합법
성(legitimacy) 측면에서 부족한 신생기업 및 소규모 조직들은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하여 사외이사 혹은 외부조직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 IJV는 모기업
의 자원 및 합법성에 연결되어 지원 받을 수 있다(Reuer et al., 2011). 따라
서 기업 거버넌스에서는 주로 자원의존이론 기반으로 서비스기능, 자원제공
기능 등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역할이 강조되지만(Machold and Farquhar,
2013), IJV 이사회는 모기업의 직접통제 수단 역할에 더하여 파트너들간 이
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기능이 요구된다(Ravasi and Zattoni, 2006).

III.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IJV 이사회 기능이 통제기능 수행
과 조정기능 수행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또한 IJV 이사회 효과성을 IJV
이사회 통제 및 조정활동 결과에 대한 모기업의 만족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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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JV 외국 모기업 지분전략과 IJV 이사회 기능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 수준은 투자자산의 보호 필요성과 현지 보완자산
의 필요성 정도를 감안한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한편 IJV 이사회가 IJV 운영
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면서 사후적 통제 메커니즘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
모기업의 지분수준은 IJV 이사회 기능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IJV 지분 수준은 통상 IJV 이사회에서의 권한을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 모기
업의 IJV 지분 수준은 IJV에 대한 전략적 통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Choi and Beamish, 2004).
한편 IJV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 외국 모기업과 현지 모기
업간 차이가 있다. 우선 외국 모기업은 현지환경 우발상황에 더 취약하고 현
지환경에서의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모기
업 대비 상대적으로 IJV 모니터링을 더 필요로 한다(Luo et al., 2001). 둘
째, 현지 모기업의 역량은 외국 모기업이 기여한 역량 대비 상대적으로 렌트
창출이 낮은 경향이 있고, 외국 모기업으로 부터의 렌트 창출 지식의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은 외국 파트너의 자원에 더 의존적이 된다
(Child et al., 1997). 따라서 IJV 현지 모기업과 비교할 때 사후적 통제기능
으로서 IJV 이사회 중요성의 인식은 외국 모기업 측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고 할 수 있다.
현지 모기업의 IJV 지분이 외국 모기업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는 현
지 파트너의 기업특유 보완자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IJV
이사회에서 외국 모기업으로부터의 전략적 통제 요구수준이 낮다. 또한 파트
너 각자가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IJV 파트너들간 조
정의 확대 필요성이 제한적이다(Gulati and Singh, 1998). 예를 들어
Starbucks의 경우 소수주주 IJV 형태로 해외시장에 진출 할에 경우 커피원료
및 코드화된 운영방식 등 Starbucks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
고 IJV 전체 운영책임을 지배주주인 현지 파트너에게 맡긴다. 따라서 이 경
우 IJV 이사회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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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IJV 파트너 양측의 지분이 비슷하게 되면 양측의 컨센서스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IJV 과업 조정과정에서 경영상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갈등이 발생하
여 IJV 이사회 조정기능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Piaskowska et al., 2017).
한편 외국 모기업이 IJV의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IJV에 대한 몰입
(commitment)이 높고, 시스템, 방법, 의사결정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통제
권을 가지게 된다. IJV에 대한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IJV 운영을 본사 전략
및 목적과 정렬시키고 IJV로의 자원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Geringer
and Hebert, 1991). 따라서 IJV 이사회에서는 IJV가 외국 모기업이 기여한
자원을 본사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
니터링 또는 전략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IJV 운영에 대한 영향
력과 통제권으로 인해 현지 파트너의 기회주의 행위와 관계 위험을 보다 잘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Delios and Henisz, 2000) IJV 이사회에서의 조정기
능도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외국 모기업이 IJV의 지배주주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 대비
IJV 이사회의 통제기능 및 조정기능 모두 증가한다.

2. 외국 모기업 지분전략과 IJV 이사회 효과성
1) IJV 이사회 활동과 이사회 효과성간의 관계에서 공정성의 매개역할
IJV 이사회 활동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모기업들이 IJV 이사회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JV 이사회의 통제활동
과 조정활동이 효과적일 때 모기업들의 IJV 이사회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높
게 된다(Forbes and Milliken, 1999).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박성일 · 박병
진, 2017) IJV 이사회 효과성은 IJV 이사회 활동에 대해 이사회 멤버들이 분
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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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IJV 이사회의 모니터링 및 조정 활동은 상대방 파트너 대비 그리고 IJV
계약서와 비교할 때 불공평성 인식을 감소하게 해준다(Robson et al., 2008).
IJV 이사회에서 분배공정성 인식이 있을 경우 거래지속 및 장기적 파트너십
촉진, 관계 리스크(relational risk) 감소, 공평효과(equity effect) 등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의 효과성이 개선된다.
IJV 이사회를 통하여 IJV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면 의
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파트너들은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IJV 이사회 멤버들이 절차공정성을 인식할 경우 상호협력
이 촉진되며(Kim and Mauborgne, 1991), 파트너들의 개별 이익과 공동 이
익이 보다 잘 정렬되어(Luo, 2005), IJV 이사회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만족
도는 높아진다.
또한 IJV 이사회가 활성화되면 정보접근성이 좋아지고 또한 이해관계 조
정을 통한 상호존중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사회 멤버들의 공정성 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IJV 이사회 멤버들이 정보 공유 및 개인간 관계에
서 공정성을 인식할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되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며,
이로인해 IJV 이사회의 운영성과가 개선된다(Hillman and Dalziel, 2003).
가설 2: IJV 이사회 활동과 IJV 이사회 효과성간의 (+) 관계는 공정성에
의해 매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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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모기업 지분수준에 의해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역할
외국모기업의 IJV 이사회 활동의 필요성은 현지 모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Luo et al., 2001). 즉 IJV 이사회 활동이 강화되면 이로 인한 공정성
인식이 외국모기업 측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된다. 더구나 외국 모기업 지
분 비율이 증가하면 외국 모기업 측 IJV 이사회 멤버의 비중이 증가하고
(Mjoen and Tallman, 1997) IJV 이사회 활동으로 인한 공정성 인식이 현지
모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높게 된다.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 수준이 높아지면 본사 관점에서 IJV의 전략적 중
요성이 커지고 IJV 이사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통제기능의 필요성이 증가
한다. 또한 본사 전략과 IJV 전략 간의 정렬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어 IJV
이사회에서의 조정 기능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IJV 이사회 활동이 증
가하면서 이사회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박성일 · 박병진, 2017).
높은 지분 수준은 또한 IJV에 대한 외국 모기업의 몰입(commitment)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 모기업이 IJV의 지배주주가 되면 기여자원
과 역량의 오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자원과 역량을 이전하는데
덜 주저하게 된다(Delios and Beamish, 1999). 외국 모기업 선진기술 및 역
량의 이전이 촉진될 경우 IJV 이사회에서의 조정기능 실행은 용이해 진다.
IJV 이사회 조정기능이 강화되면 공정성 인식과 그로인한 IJV 효과성의 개
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이 증가할 경우 가설 1에서 언급한 외국
모기업의 IJV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과 IJV
이사회 활동을 통한 공정성 인식이 더 높게 되므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IJV 이사회 활동과 IJV 이사회 효과성의 관계에서의 공정성 매개
효과는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에 의해 (+) 조절된다.

외국 모기업 지분 전략과 국제합작투자 이사회 기능 및 효과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23

IV. 데이터 및 방법론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관리
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베이스(2014년 말 기준)에서 추출하였다. 전체
15,233개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제조업이면서 외국인투자금액 3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지분율 20~80% 수준을 충족하는 566개 IJV들의 CEO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략적제휴 거버넌스 연구에서는 복수 응답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CEO 단일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Cuyper et al., 2017; Reuer et al.,
2014). 이사회 관련 정보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회 멤
버들이 연구자들의 접근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1차 데이터 접근이 근
본적으로 어렵다(Daily et al., 2003). 또한 설문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사회
멤버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대외공개 여부 결정을 다른 이사회 멤버들에
비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EO를 핵심 정
보원으로 선택한다.
답변이 온 104개사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 외국 모기업이 북미,
EU, 일본 국적인 99개사(회수율 17.5%)의 데이터만을 표본으로 하였다.

2. 외국 모기업 지분전략과 IJV 이사회 기능(가설 1) 실증분석 결과
Goodall and Werner(2002)가 제시한 14개 IJV 이사회 기능 세부항목(표
4)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한지 Likert 5점 척도(가장 활발한 경우 5점)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IJV 이사회 기능의 중요도 순서는 ① 중장기 계
획수립, ② 주요현안 이견조율, ③ 예산 및 단기계획 승인, ④ 배당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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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국 모기업 지분전략과 IJV 이사회 세부기능
IJV 이사회
기능
수익
배분

통제
기능

B그룹:
27개사

C그룹:
50개사

전체:
99개사

1. 배당률 결정

3.75

3.43

3.66

3.62

2. 이전가격 결정

3.13

2.75

2.94

2.93

3. 로얄티 결정

3.0

2.89

2.75

2.85

4. 예산 및 단기계획 승인

4.13

4.14

3.19

3.66

3.5

3.39

3.06

3.25

3.71

3.18

3.17

3.29

7. IJV 중장기 계획수립

3.96

3.89

3.77

3.81

8. 실무진 미해결 사항 결정

3.79

3.46

3.34

3.47

9. 주요현안 이견조율

3.92

3.86

3.53

3.70

10. 모기업들과의 관계유지

3.58

3.64

3.57

3.59

11. IJV 경영 자문

3.33

3.14

3.13

3.18

12. 모기업 경영 자문

3.04

2.82

2.92

2.92

13. 경제 · 정치 · 사회 정보 제공

3.17

2.79

2.89

2.92

14. 정부관계 인 · 허가

2.96

2.39

2.68

2.66

전략적 5. CEO 평가
통제 6. IJV 평가 모니터링

및
조정
기능

A그룹:
22개사

세부항목

조정

경영
조언

A 그룹: 외국모기업이 지배주주, B그룹: 균등지분, C그룹: 내국모기업이 지배주주

⑤ 모기업들과의 관계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IJV 이사회의 주된
기능은 넓은 범주에서 볼 때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기능과 조정기
능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 모기업이 지배주주인 A그룹, 국내 모기업과 균등지분인 B그룹, 국내
모기업이 지배주주인 C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2). A그룹과 C그룹 간 평균 차이의 t 값은 64.022, A그룹과
B그룹 간 평균 차이의 t 값은 31.048, B그룹과 C그룹 간 평균차이의 t 값은
12.444을 보였다. 기준 값(t0.025(26) = 2.056)보다 크므로 각 그룹 간 평균
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의 지분이 증가하
면서 IJV 이사회 활동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타당한 것으
로 판명된다.
특히 전략적통제 부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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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해당하는 4개 항목(세부항목 4번~7번에 해당)의 평균 값을 비교할
때 국내 모기업이 지배주주인 C그룹 대비 균등지분의 B그룹이 10.7%, C그
룹 대비 외국 모기업이 지배주주인 A그룹이 16% 정도 높았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의 지분이 증가하면서 예산, 단기계획 승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외국 모기업의 글로벌 전략과의 정렬을 확실하게 하기 위
해 IJV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3.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의 관계에서 외국 모기업 지분수
준으로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효과(가설 2-3) 실증분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인 IJV 이사회 효과성은 Payne et al.(2009)이 제시한 측정항목을
적용하였다. 즉, 이사회 운영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사회의 조정기
능, 장기전략 수립, 전략실행 모니터, 생존위협 요인의 예상, 위기국면 대응
측면 등에서의 효과성 정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한편 IJV 이사회 활동의 측정
은 Klijn et al.(2013), Reuer et al.(2014) 등이 제시한 항목들을 채택하였다.
즉, 이사회의 전반적인 활동수준, 이사회의 경영관여 수준, 이사회의 조정 기
능, 경영조언 기능, 모니터링 기능에서의 활성화 정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
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IJV 이사회에서의 분배공정성 인식에 대한 측정은 최창범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IJV 성과분배의 자원 기여도 대비 공평성, 그리고
파트너별 투입한 노력과 헌신한 수준을 반영하는 정도 등 2개 항목으로 구성
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절차공정성 인식은 Luo(2007), 박성일 ·
박병진(2017) 등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채택하였다. 즉, 공정한 이사회 운영
세부절차 및 원칙,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합의, 사전 합의가 완료된
안건만을 이사회에서 승인, 합작회사 대표이사의 중립성, 그리고 현지시장

126

박성일

<표 2> 변수측정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측정내용

출처

이사회
효과성

1.
2.
3.
4.
5.
6.

이사회 운영성과에 대해 모기업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모기업들 간 이해관계의 차이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IJV 장기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
IJV 전략 실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IJV 생존위협 요인을 효과적으로 예상한다
IJV의 위기국면 대응에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

Payne et al.
(2009)

이사회
활동

1.
2.
3.
4.
5.

이사회 활동 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관여수준이 높다
이사회의 모니터링(감독) 역할을 한다
이사회의 경영조언 역할을 한다
이사회의 모기업들 입장차이 조정 역할을 한다

Klijn et al.
(2013)
Reurer et al.
(2014)

분배
공정성

1. 재무적 성과분배는 파트너별 경영자원 기여도를 공평하게
반영한다
2. 성과분배는 파트너별 투입한 노력과 헌신한 수준을
반영한다

최창범
(2015)

1.
2.
3.
4.
5.

공정한 이사회 운영 세부절차 및 원칙이 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합의 과정이 있다
사전 합의가 완료된 안건만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IJV CEO는 중립적이다
파트너의 현지시장 상황 반영 제안에 대해 존중하고
경청한다

Luo(2007),
박성일 ·
박병진(2017)

상호
작용
공정성

1.
2.
3.
4.
5.

외국파트너 멤버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사회 멤버들은 상대방 전문성에 대해 존중한다
이사회 멤버들은 상대방 문화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한다
채널 실무담당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
파트너 양측 간 갈등에서 상대방 입장을 우선 배려한다

Bies and
Moag(1986)
Luo(2007)
최창범(2015)

외국
모기업
지분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이 50% 미만 일 경우 1 값 부여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이 50%일 경우 2 값 부여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이 50% 초과할 경우 3 값 부여

문화적
거리

∑[{∑{(Iij – Iik)2/Vi}/5}/n]: 홉스테드 국가문화 인덱스 사용

절차
공정성

Li and Li
(2010)
Kogut and
Singh(1988)

IJV규모 종업원 수의 로그값
통제 IJV기간 IJV 경과연수의 로그 값
변수
제휴
동일 파트너와의 제휴경험이 있을 경우 1(없을 경우 0)
경험
이사회
규모

IJV 이사회 멤버 수

Klijn et al.
(2013), Reuer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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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반영 제안에 대한 적극적 고려 등의 5개 항목을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은 Luo(2007), 최창범(2015) 등에
서 제시한 외국파트너의 정보접근성 만족도, 이사회 멤버들의 상대방 전문성
에 대한 존중,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 노력, 채널 실무담당자들간
커뮤니케이션 정도, 양측 갈등국면에서의 상대방 우선 배려 정도 등 5개 항
목을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외국 모기업의 지분수준은 Li and Li(2010)에서와 같이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1 값을, 50%의 지분 보유일 경우 2
값 그리고 50% 초과 보유일 경우에는 3 값 부여하여 범주변수로 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Reuer et al.(2014) 및 Cuyper et al.(2017)가 제시한 방
법을 채택하여 문화적거리, IJV 규모, 합작기간, 제휴경험, 이사회규모 등을
포함시켰다. 문화적거리는 이사회 거버넌스 및 이사회멤버들 간 커뮤니케이
션에 영향을 많이 준다.
따라서 호스트국가와 투자국간의 문화적거리를 홉스테드 국가문화 인덱스
를 사용하여(Kogut and Singh, 1988), 계산식 ∑[{∑{(Iij – Iik)2/Vi}/ 5}/n]
(Iij, Iik는 파트너 j, k 국가의 문화적 차원 5가지 중 i 번째 문화적 차원에 대
한 지수이며, Vi는 i 번째 문화적 차원의 분산임)의 값을 사용하였다. IJV 규
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IJV 종업원 수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합작기간은
(2017 - IJV 설립년도)의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제휴 경험은 합작파트너와
의 사전 제휴경험이 있을 경우 ‘1’값(없을 경우 ‘0’)을 부여하였다. 이사회 규
모는 IJV 이사회 멤버 수를 적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와 무응답편의(non-response bias)가
존재하는지 체크하였다. 우선 공통방법편의 가능성 테스트를 위하여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는 Harman의 한 가지 요인분석(one factor analysis)을 하
였다. 테스트 기준은 첫째,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의 요인이 한 개 보다
는 많고 둘째, 특정 한 개 요인이 변수들 간 분산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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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변수

항목수

Cronbach alpha

요인적재량

이사회 효과성

6

0.88

0.71∼0.86 (64.0%)

이사회 활동

5

0.75

0.66∼0.77 (51.0%)

분배공정성

2

0.87

0.94∼0.95 (88.5%)

절차공정성

4

0.79

0.72∼0.86 (53.0%)

상호작용공정성

5

0.87

0.74∼0.89 (66.0%)

주: 괄호 안은 분산 값

경우 공통방법편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요
인이 5개로 모델변수의 개수와 동일하였고, 가장 큰 요인 값이 설명하는 분
산이 56%, 두 번째 요인 값이 12%, 이어서 나머지 세 개 요인들의 분산 설
명 규모가 각각 7∼9%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심각한 공통방법편의 문제점
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응답편의 가능성은 초기에 회수된 설문응답
과 후기에 회수된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두 집단 간 주요 변수들의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표본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알파값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 값인 0.7보다 높은 0.75∼0.91 수준을
나타냈다.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적재량이 0.6
이하인 항목(절차공정성 항목 1개)을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요인적재량은
전체적으로 0.66∼0.95의 양호한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는 0.836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
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기준 값인 KMO 측도 0.5 이상과 Bartlett 유의수
준 0.1 이하의 수준으로 요인분석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사회 효과성은 99% 신뢰수준에서 이사회활동, 분배공정성,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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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분석
1
1. 이사회
효과성

2

3

4

5

6

7

8

9

10

1.000

2. IJV 규모

0.158

3. 문화적 거리

-0.062

0.021

1.000

4. IJV 기간

0.154

0.357***

-0.085

5. 제휴 경험

0.141

0.053

-0.031

-0.044

1.000

6. 이사회 규모

0.180

0.311***

-0.108

0.241**

-0.029

1.000

7. 이사회 활동 0.367***

0.080

-0.034

-0.020

0.060

0.312***

1.000

8. 분배공정성

0.589***

-0.018

-0.101

-0.017

0.202

0.037

0.213**

9. 절차공정성

0.563***

0.033

-0.014

0.014

0.636***

0.032

-0.198**

0.002

0.045

0.183*

0.358*** 0.478*** 0.545*** 1.000

0.001

-0.113

0.149

-0.121

0.158

0.023

0.227**

10. 상호작용
공정성
11. 외국모기업
지분

11

1.000

1.000

1.000

0.212** 0.296*** 0.391*** 0.490***

-0.045

1.000

0.025

-0.021 1.000

*** p < 0.01, ** p < 0.05, * p < 0.1

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각각 0.367, 0.589, 0.563, 0.636의 상관계수를
가진다. 또한 이사회 활동과 분배공정성은 95% 신뢰수준에서 0.213의 상관
계수를, 이사회 활동과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99% 신뢰수준에서 각
각 0.391, 0.358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한편 모든 변수들 간 상관계수 값
이 0.85 이하이므로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3)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의 관계에서 공정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을 위하여 Preacher and Hayes(2008)의 다중매
개효과매크로(SPSS Macro for Multiple Media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5>에서 독립변수(이사회 활동)가 종속변수(이사회 효과성)에 미치는 영
향의 총효과(경로 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매개변수들을 포함하였을 때 직
접효과(c’)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모형임을 보여준다.
한편 <표 6>은 IJV 이사회 활동 – 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 공정성의 간접
효과를 측정한(부트스트랩 5000회를 사용)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IJV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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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접효과 회귀분석 추정결과
Coeff.

SE

t

p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경로 a)
1. 이사회 활동

분배공정성

.2849

.1259

2.2632

.0259

2. 이사회 활동

절차공정성

.3335

.0980

3.4028

.0010

.2837

.0825

3.4395

.0009

3. 이사회 활동

상호작용공정성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경로 b)
4. 분배공정성

이사회 효과성

.3030

.0789

3.8390

.0002

5. 절차공정성

이사회 효과성

.2071

.1029

2.0133

.0469

.5292

.1226

4.3158

.0000

.4275

.1168

3.6608

.0004

.1220

.0918

1.3291

.1870

.0711

.0541

1.3131

.1924

10. 문화적 거리

.0408

.0364

1.1198

.2657

11. IJV 기간

.1445

.0752

1.9226

.0576

12. 제휴 경험

.0283

.1270

.2226

.8243

13. 이사회 규모

-.0935

.1948

-.4803

.6321

6. 상호작용공정성

이사회 효과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경로 c)
7. 이사회 활동

이사회 효과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경로 c’)
8. 이사회 활동

이사회 효과성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분효과
9. IJV 규모

R2

⧍R2

F

df1

.5866

.5426

13.3392

10.0000

df2
94.000

p
.0000

<표 6> IJV 이사회 활동과 효과성의 관계에 미치는 공정성의 매개 효과
매개변수

Index

SE(Boot)

BootLLCI

BootULCI

분배공정성

.0863

.0494

.0102

.2062

절차공정성

.0691

.0436

.0051

.1833

상호작용공정성

.1501

.0542

.0616

.2859

재표본추출: 부트스트랩 5000회

회 활동-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0.15, 분배공정성 및 절
차공정성이 각각 0.08 및 0.069 수준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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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으로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 효과
(매개변수)

Index

SE(Boot)

BootLLCI

BootULCI

분배공정성

.0942

.0607

.0029

.2385

절차공정성

.0815

.0493

.0082

.2193

상호작용공정성

.0602

.0492

-.0182

.1840

재표본추출: 부트스트랩 5000회

(4)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의 관계에서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으로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효과
<표 7>는 IJV 이사회 활동–이사회 효과성 관계에서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
으로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효과 테스트 결과이다.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으로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효과는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의한 것이 각각
0.09 및 0.08 수준을 보였다. 반면 상호작용공정성은 LLCI와 ULCI 값이 “0”
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외국 모기업 IJV 지분수준의 증가는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를 증가시키는 반면 상호작
용공정성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다국적기업이 IJV를 통한 내부화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서 투자 자산에 대
한 보호의 필요성과 현지 보완자산 확보의 필요성은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적 선택인 IJV 지분 수준 결정을 위한 이러한 사전적 고
려사항들은 사후적 통제 메커니즘인 IJV 이사회를 통하여 계획대로의 실행
을 보장 받을 수 있다. IJV에서 적절한 파트너의 선택은 현지시장의 국가특
유의 이점과 기업특유의 이점을 활용하는 중요한 내부화 전략이다(Moon,
2015). 한편 IJV 이사회가 모기업의 이익보호뿐 아니라 파트너와의 이견 조
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IJV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효과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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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거시적 관점)과 외국 모기업 지분 전략에 따른 IJV 이사회 기능의 차이
분석(미시적 관점)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국내 IJV 이사회에서는 중장기계획 수립, 파트너들 간 주요현
안 이견조율, 예산 및 단기계획 수립, 배당률 결정, 모기업과의 관계 유지 등
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JV 이사회 기능을 넓은 범주
에서 보면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기능과 조정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 모기업의 지분이 높을 경우 외국 모기업의 IJV에 대한 몰입이
강화되고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IJV 이사회가 보다 활성화된다는 것
이 밝혀졌다. 현지 모기업이 지배주주이거나 균등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외국 모기업 대비 IJV 이사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IJV 파트너 각자
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IJV 이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낮다. 반면 외국 모기업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IJV에 대한 몰입이 높고,
IJV 시스템과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IJV와 외국 본사간
의 정렬을 위한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외국 본사 글로벌 전략
과의 정렬을 위한 IJV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에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
하였다. 또한 IJV로의 자원이전이 촉진되고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한 현지 파
트너의 기회주의적 행위와 관계 위험을 방어할 수 있어 IJV 이사회에서의 조
정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에 의해 조절된 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실증 테스트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 모기업의 지분이 증가하면 IJV 이사회
에서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외국 모기업 지분이 높은 경우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인식을 통한 IJV 이사회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상호작
용공정성의 매개효과에는 외국 모기업 지분수준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상호작용공정성의 간접효과
는 외국 모기업 지분 전략과 무관하게 IJV 효과성 선행요인으로써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실무적 기여를 하고 있다. 우선 국제직접투자
내부화 이론의 전략적 선택과 IJV 지분전략에 따른 IJV 이사회에서의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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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점 양측을 연결함으로써 FDI이론과 IJV 이론분야 발전에 기여하였
다. 해외직접투자 진입형태 선택은 지분수준 선택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FDI 이론에서는 진입형태의 선택 즉 단독진출과 합작투자 진출간
의 차이에 관한 거시적 관점만을 제공하고, 투자지분의 수준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중요한 차이점은 놓치고 있다. 반면 IJV 이론에서는 지분 수준 차
이가 주로 IJV 통제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미시적 관점만
제공하고, 단독진출과 합작투자 간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Mani et al., 200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 모기업의 IJV 지분 전략
과 사후적 최고 통제기구인 IJV 이사회의 기능 및 이사회 효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써, 기존 FDI 이론과 IJV 이론을 연결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국 모기업의 지분 수준별 IJV 이사회 활동의 차이와 IJV 이사
회에서의 공정성 매개효과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IJV 거버넌스 이론과 공
정성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IJV 이사회는 파트너 양측들 간 이견이 첨예
하게 대립할 수 있는 협상의 장소이므로(Ravasi and Zattoni, 2006) 이사회
에서의 공정성 인식은 효과적인 이사회의 전제조건이다(박성일 · 박병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국 모기업의 지분 수준이 IJV 이사회에서의 공
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IJV 이사회 및 공정성 이론
의 향후 발전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IJV 이
사회 기능을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IJV 이사회 이론뿐 아
니라 실무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투자동기
에 따른 이사회 기능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IJV의 기능이 단순 생산일 경우 이사회의 기능에 전반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변수 측정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공정성 측정과
종속변수인 이사회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략
적 제휴 관련 실증연구에서 CEO 단일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일반화 되어 있고, 최고경영자의 답변이 여타 이사회 멤버들보다 용이하고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에서의 제시가 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회 멤버들이 공정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급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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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제조업종에 국한된 관계로
IJV 이사회에서의 공정성 요건이 서비스업 등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
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
의를 요하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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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arent’s Ownership Strategy, Board Tasks and Board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Sungil Park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The strategic macro decision of choosing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JV’) as a
FDI entry mode for internalization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an additional
important micro decision: determining the IJV ownership level. IJV ownership level
depends on the extent to which the firm-specific advantage is needed. However,
given that IJVs have inherent difficulties in manage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hybrid organization, IJV board’s tasks as an ex post governance mechanism are
critical for the success of IJ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oreign parent’s equity level on the IJV board tasks and on the mediation role of
justi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JV board tasks and board effectiveness.
Based on surveys of CEOs of 99 IJVs in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n, we found
that when the foreign parent company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IJV board
tasks have been greatly enhanced, especially in the strategic control areas such as
long-term strategy formulation and short-term budget approval. In addition, we
found that as foreign parent’s ownership in IJVs increases, the mediation effect of
both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JV
board tasks and the board effectiveness increases. In the meantime, indirect effect of
interac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JV board tasks and board
effectiveness remains unchanged regardless of the level of foreign parent’s ownership
in IJVs.
Keywords: international joint venture, foreign parent ownership, board tasks,
board effectiveness,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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