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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제까지 개별 기업의 횡단적 분석 수준에 한정되어 있던 사외이사제도 연구를 그 도

입과 이후의 역사적 발전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피고, 더불어 해당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로 분석 수

준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리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경

영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주로 제도론(institutionalism)과 구조사

회학(structural sociology)의 이론적 관점에서 세 가지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 

첫째, 한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제도적 강제(institutional 

coercion)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이 어떻게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사외이사제가 총 

등기이사 대비 사외이사의 비율로 강제되어 기업들이 사외이사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전체 이사

회 규모, 특히 등기 이사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이사회 규

모의 감소와 사외이사의 도입이 어떻게 주로 같은 기업집단 내 기업 간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교환으로 이루어졌던 한국 기업의 “기업집단 내 겸임이사 네트워크”(intra-business- 

group network)를 겸임 사외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inter-business- 

group network)로 변경시켜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간 겸임 사외이사들의 주요 

경력과 배경을 살핌으로써 어떻게 동일한 겸임 사외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이 해당 사

외이사들이 대표하고 있는 자원보유자에 대해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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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 국제경영연구센터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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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기업집단 간의 기업 기부금 정책(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의 예를 들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986개 사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네트워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러한 논점들을 실증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한국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역사와 기업경영에의 영향을 사회구조적 분석틀을 이용하

여 살펴봄으로써 제도론적 ․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이 사외이사제도를 포함한 국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발전, 제도적 압력과 전략적 이형화, 겸임이사 네트워크(기업 기부 정책

I. 서  론

한국 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질적 ․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친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기반 기업기배구조 정책의 도입은 그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장세진, 2003).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

영투명성 부족과 자본시장으로부터의 감시체계 부재를 지목하고,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은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외환위

기 직후라는 외생적 제도 환경에 의해 기업에 강제된 특징이 있으며, 이후 많은 비판

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자

리 잡았다(김성훈 ․ 박철순, 2000; 이경묵 ․ 오종향, 2001). 

기존 국내 연구자들은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

여 효과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지(outsider-director-as-monitor)(김재훈 ․ 이화령, 

2015),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해당 기업에 공급하여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outsider-director-as-resource-provider)(이동기 ․ 조영곤, 2001; 양영수 ․ 박영렬 ․ 이재

은, 2014), 따라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지(Joh, 2003; Black and Kim, 2012; 

Hyun, Oh, and Shin, 2015)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

는 사외이사제도를 한국 기업이 그 지배구조를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형으로 

개선하는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만 파악했으며, 사외이사제도가 어떻게 독특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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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추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관심

은 미비했다. 이는 기존 연구의 두 가지 이론적 ․ 실증적 한계 때문이라고 보인다. 먼

저, 기존 연구는 주로 사외이사제도를 어떻게 주식회사의 주주와 자본시장을 대표하

는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감시 감독하여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

도 역시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institution) 중 하나이며, 모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그렇듯이 기존의 제도와 충돌

하면서 변경, 발전했다. 기존 연구의 대리인 이론적 관점은 사외이사제도를 기업지배

구조의 중요한 경영자 통제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외환

위기 직후 한국의 기업들에 강제된 후, 어떻게 변경, 발전했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

(longitudinal analysis)에는 별다른 시사점을 주지 못했다.

더불어, 기존 연구는 그 분석수준이 개별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제도의 도

입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기업 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의 구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개별 기

업으로부터 해당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로 연구 분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연구의 이

론과 실증 두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구조사회학자들은 사회 행위자들의 

의사 결정이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 배태되

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Granovetter, 1985; Uzzi, 1997), 특히 관련 해외 연구들은 

두 회사 이상의 이사회에 동시에 참석하고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겸임이사 네트워

크(interlocking-directorship)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보였다(Mizruchi, 1996; Haunschild, 1993; Galaskiewicz and Burt, 1991).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business group)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을 감안할 때(Chang, 2003), 외환위기 직후 정부 주도로 강제된 사외이사제도가 

기존의 한국 기업 간 네트워크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사외이사제 도입이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한국 

기업들의 기업집단 네트워크와 그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제도론(institutionalism)과 구조사회학

(structural sociology)의 두 이론적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세 가지 주요 논점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 주도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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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institutional coercion)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이 어떻게 이에 전략적으로 대

응했으며(Meyer and Rowan, 1977; Oliver, 1991), 특히 사외이사제가 총 등기이사 대

비 사외이사의 비율로 강제되어 기업들이 사외이사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전체 이

사회 규모, 특히 등기 이사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

러한 이사회 규모의 감소와 사외이사의 도입이 어떻게 주로 기업집단 내 기업 간의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업집단 내 겸임이사 네트

워크”(intra-business-group network)를 겸임 사외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 간 겸

임이사 네트워크”(inter-business-group network)로 변경시켜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집단 간에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겸임 사외이사들의 주요 경력

과 배경을 살핌으로써 어떻게 동일한 겸임 사외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들

이 해당 사외이사들이 대표하고 있는 자원보유자(예: 정부, 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해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집단 간의 기

업 기부금 정책(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의 예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개별 기업의 횡단적 분석 수준에 한정되어 있던 사외이사제도 

연구를 그 도입과 이후 역사적 발전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피고, 더불어 해당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로 분석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리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

던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종단적 사회구조적인 분석, 혹은 네트워크 방법론을 이용한 국

내 연구는 그 선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관련 연구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 간 네트워크가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과 정책이전(policy diffu- 

sion)을 통한 중요한 기업가치 창출의 근원이며,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유사하게 대응하는 유효한 기업정책집단(policy target)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 기대성과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사외이사제도

의 도입 역사와 기업경영에의 영향을 사회구조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존에 재벌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별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겸임사

외이사로 연결된 보다 확대된 기업집단 간 네트워크 역시 주목해야 할 기업정책집단

임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사외이사제도가 회피해야 

할 정부 규제이거나 사회 명망 인사 임명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수단일 뿐만 아

니라 타 기업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경영기법을 전수, 학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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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한다.

II. 국내 사외이사제 도입의 이사회, 
기업집단, 기업전략에 대한 구조적 영향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기존 국내외 연구는 주로 사외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와 자

본시장을 대표하여 어떻게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 ․ 감독하여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Fama and Jensen, 1983; 

Abrahamson and Park, 1994; 박헌준 외, 2004). 이는 주로 기업지배구조를 기업과 주

주, 이해관계자들 간의 계약의 집합(“nexus of contracts”, Fama and Jensen, 1983)으

로 파악하는 경제학의 계약론적 접근(contractual approach)을 따른 것으로 기존 사

외이사제도 연구의 큰 흐름을 차지했다. 추후 경영전략과 제도론의 연구자들은 사외

이사가 단순히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통제의 역할뿐만 아니라(outside-director- 

as-monitor), 기업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해당 기업에 제공하고(Hillman, Cannella, 

and Paetzold, 2000; Hillman, Nicholson, and Shropshire, 2008), 최고 경영진에 대한 

전략적 조언자의 역할(outside-director-as-resource-provider)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였다(Westphal, 1999; Gulati and Westphal, 1999).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에 대

한 기존 연구 역시 주로 이러한 두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는 국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이사의 특성과 책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학계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 분석수준이 개별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많은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두 회사 이상에 동

시에 재직하여 겸임이사(interlocking-director)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연구 분석수준을 개별 기업으로부터 해당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은 국내 사외이사제 연구의 이론과 실증 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련 

해외 연구는 이러한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아쉽게도 국내의 기존 연구 중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사회구조적 

영향을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저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개

별 연구의 주요 논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주요 실증결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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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986개 사의 사외이사

와 이사회 구성원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 연구조교의 수작업으로 15,000명이 넘는 각 기업 등기이

사에게 고유 식별키(unique identifier)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 간 겸임이

사를 확인하여 겸임이사를 중심으로 상이한 두 상장기업이 연결되는 겸임이사 네트

워크(board interlocking network)를 구축했다(Breiger, 1974). 국내 사외이사제의 도

입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증권거래법,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자들이 구축한 종단 데이터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국내 

이사회, 겸임이사 네트워크, 기업집단 간 연결을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다.

<그림 1>에서 살펴보듯이,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1) 사외이사제 도입

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2) 이사회 규모 축소라는 한국 기업들의 

사외이사제 강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어떻게 추후에 한국 기업집단 간의 연결 구

조를 변화시켰는지, 3)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결구조 변화가 어떻게 기업집단 간의 

경영정책의 유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강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이사회 규모의 축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 주도로 

국내 기업들에 법적으로 강제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인 이상 혹은 총 등기이사의 50% 

이상의 사외이사를, 자산규모 2조 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1인 이상 혹은 총 등기이사

의 25% 이상의 사외이사를 임명할 것을 법적으로 규제했다. 사외이사제가 법제화되

는 과정에서 대기업들과 전국경제인연합 등은 사외이사제의 도입을 지속해서 반대하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강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이사회 규모의 축소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기업집단 

연결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변화

기업 기부 정책의 유사성 증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한국 기업집단 연결구조의 변화 

기업집단 간 네트워크의 증가
→ →

<그림 1> 본 논문 실증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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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무도입비율을 완화해줄 것을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0; 이경묵 ․ 오종

향, 2002). 제도론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제도적 강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드시 순응하

는 것만은 아니며, 기존의 기업운영방식의 합리성을 보전하기 위해 외부에 보이는 정

책과 기업 내부 운영을 분리하는 전략(decoupling)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Meyer and Rowan, 1977; Oliver, 1991). 예를 들어 관련 연구는 미국에서 인권법 도

입에 따라 정부가 취업차별금지(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와 관

련한 다양한 정책을 강제하자 기업들이 관련 부서를 문서상으로만 설치하고 실제로

는 운영하지 않는다든가(Edelman, 1992), 주주 자본주의의 강화에 따라 최고경영진

의 보수체계가 장기 성과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자 

기업들이 새 보수체계를 명문상 도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Westphal and Zajac, 1994) 것을 보였다. 기업이 강제된 제도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 

실제 기업 운영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표면상의 순응(conformity)만을 보일 뿐이라

는 것이다.

한국의 사외이사제도가 외환위기 직후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해 강제되었으며, 기업

들이 이를 최고경영진 구성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여 적극 반대했음을 고려할 때

(이경묵 ․ 오종향, 2001),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역시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낳

으리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비율 규제는 한

국 기업들로 하여금 독특한 전략적 대응의 기회를 주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사외이

사 도입과 관련한 상장규정과 증권거래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인 혹은 3인의 정해진 수의 사외이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25% 혹은 50%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

를 추가 선임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추가 사외이사 선임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시행 시점

경과 조치 최종

  시점

*1998.02.20.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97년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이 지날때까지 

-’98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20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2000년 1월 21일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총

  -2000년 사업 연도 종료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총(12월 결산인 경우 

   2001년 3월 주총) 

사외이사 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자산 2조 원 이상

자산 2조 원 미만

*1인 이상

*1인 이상

*등기이사 25% 이상 혹은 1인

*등기이사 25% 이상 혹은 1인

**3인 이상

*등기이사 25% 이상 1인

**3인 이상

*등기이사 25% 이상 혹은 1인

**등기이사 50% 이상 혹은 3인

*등기이사 25% 이상 혹은 1인

<표 1>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비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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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해당 법률에서 요구했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만

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사회 규모 축소는 규제 당국이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개정 직후 한국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이사회 규모 

축소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비율규제로 강

제되었던 사외이사 추가선임이라는 제도적 압력(institutional pressure)에 대한 기업

의 전략적 대응(strategic decoupling)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가 의도한 사외이사 수의 증가는 최소화하

고, 비율 규제만 맞출 수 있도록 전체 등기이사 수는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규제가 의

도한 대로 사외이사 수는 약 3인으로 증가하고 이사회 내 사외 이사 비율은 반수를 넘

었으나, 1998년 규제 전 평균 13명이던 총 등기이사는 2002년 후 8명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급격한 이사회 규모 축소는 2000년대 초 한국 기업의 이사회 

제도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미계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에 기반을 두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

이사가 대다수인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전의 한국 기업

이사회는 사내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s)가 최고 경영자나 총수와 함께 기업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의사결정 협의체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여느 기업 활

<그림 2>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이사회 규모의 축소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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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나 필수적인 활동인 내부 회계감사와 감독 등의 역할은 한국 기업은 주로 감사

(supervisor)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일본, 독일 등의 대륙법 기반 기업들의 

특징이다(김화진, 2007).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 비율 규제에 대한 대

응의 일환으로 이사회 규모를 빠른 시간 내에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내 집행이

사 중심의 한국 기업의 기존 이사회가 사실은 그 규모 면에서 유명무실했거나, 한국 

기업들이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함께 사내 집행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심의 영미계 이사회로 급격히 전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사들의 사외이사와 이사회 구성원의 패널 데이

터를 분석하여 위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첫째, 우리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한국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가 대부분은 이사의 해임 

혹은 퇴사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사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이사(registered director)”가 

그 지위를 “이사(director)”로 변경하는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998년 27명에 이르던 등기이사를 2002년 12명까지 감소시켰으며, 현대

자동차는 동일한 기간 동안 67명의 등기이사를 7명으로 축소했으나 이러한 이사회 

규모 축소는 대부분 이사의 해임과 퇴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등기이사가 그 

지위를 기업 내의 집행이사로 변경한 결과다. 상법상의 이사회는 오직 “등기이사”로

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등기이사의 지위 변경은 자연스럽게 이사회 규모의 축소와 

사외이사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조직이 원하지 않는 제도적 압력에 대해 

표면상으로나마 순응하기 위해 공식적 외형만을 변경하는 전략적 이형화(strategic 

decoupling)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Meyer and Rowan, 1977; Oliver, 1991). 

둘째, 우리는 2000년대 초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개정 직후 한국 기업 이사회 규

모 감소의 본질을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 규모 감소 정도가 가장 컸던 2000년

에서 2004년까지 한국 상장기업 944개사를 대상으로 패널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우리는 작년과 비교한 당해년의 이사회 규모를 활용하여 “이사회 규모 감소”를 종속 

변수로 하고, 작년 이사회 규모와 독립성, 2조 이상 자산규모 기업 여부,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 기업의 가시성과 수익성, 해당 산업, 해당 연도 등을 통제변수로 하

는 임의효과(random-effect) 패널 회귀 모형을 활용했다. <표 2>의 결과는 한국 기업

의 이사회 규모 감소가 대부분의 경우 사외이사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모형 2, “사외이사 선임” 변수(p-value < 0.01)). 

흥미로운 것은 제도론과 기업지배구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이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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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이사

회 규모 감소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이사회 규모-

작년

0.421

(42.04)

*** 0.417

(42.16)

*** 0.419

(42.38)

*** 0.417

(42.27)

*** 0.416

(41.85)

*** 0.417

(42.10)

***

이사회 독립성-

작년

-4.403

(-8.88)

*** -3.273

(-6.44)

*** -3.211

(-6.34)

*** -3.042

(-5.89)

*** -3.445

(-6.75)

*** -3.251

(-6.40)

***

2조 이상 자산

규모 기업

1.085

(4.16)

*** 0.684

(2.61)

*** 0.748

(2.86)

*** 0.610

(2.32)

** 0.754

(2.88)

*** 0.672

(2.57)

**

기업집단 소속 

그룹 기업

0.0276

(0.17)

0.0470

(0.28)

0.0492

(0.30)

0.0354

(0.21)

0.0499

(0.30)

0.0634

(0.38)

기업 가시성

(매출)

-0.217

(-3.56)

*** -0.243

(-4.03)

*** -0.199

(-3.20)

*** -0.255

(-4.24)

*** -0.186

(-3.01)

*** -0.230

(-3.78)

***

기업 수익성

(총자산 이익률)

-0.135

(-2.26)

-0.156

(-2.63)

*** -0.112

(-1.86)

* -0.154

(-2.62)

*** -0.112

(-1.86)

* -0.149

(-2.51)

**

제조업
-0.0885

(-0.60)

-0.103

(-0.71)

-0.129

(-0.89)

-0.120

(-0.83)

-0.123

(-0.85)

-0.0956

(-0.66)

건설업
-0.0903

(-0.34)

-0.100

(-0.39)

-0.297

(-1.12)

-0.133

(-0.51)

-0.247

(-0.94)

-0.126

(-0.48)

금융업
0.493

(1.92)

* 0.158

(0.61)

0.178

(0.69)

0.150

(0.58)

0.174

(0.68)

0.180

(0.70)

사외이사 선임
0.482

(8.39)

*** 0.496

(8.63)

*** 0.578

(8.37)

*** 0.236

(2.54)

** 0.432

(2.61)

***

정부 지분
-0.120

(-3.06)

*** -0.0863

(-2.12)

**

외국인 지분
-0.101

(-3.21)

*** -0.125

(-3.90)

***

소액주주 지분
0.0362

(0.43)

0.105

(1.22)

사외이사 선임× 

정부 지분

-0.0572

(-2.25)

**

사외이사 선임× 

외국인 지분

0.0970

(3.40)

***

사외이사 선임× 

소액주주 지분

0.0174

(0.34)

Constant
3.039

(1.97)

** 3.213

(2.11)

** 2.066

(1.27)

3.438

(2.26)

** 2.060

(1.33)

2.515

(1.56)

표본 수 2709 2709 2709 2709 2709 2709

R Squared 0.459 0.473 0.477 0.475 0.477 0.473

1. 2001~2004년 year dummy를 포함.

2. 괄호 안의 값은 t 값을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2〉한국 기업 이사회 규모 감소에 대한 패널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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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요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예: Westphal and 

Zajac, 1994). 회귀분석 결과는 2조 이상 자산규모 기업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가시

성(visibility)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profitability)이 낮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이

사회의 독립성(board independence)이 낮은 기업일수록 한국 상장기업들이 사외이

사 선임과 동시에 이사회 전체 규모를 감소시키는 전략적 대응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기존 연구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중심 국가의 지배구조 

정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중심 국가에 소개되는 경우 기

업소유구조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영미의 주주중심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일본과 

독일에 소개되는 과정을 연구한 다수의 논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예: Ahmadjian 

and Robbins, 2005; Fiss, 2008; Fiss and Zajac, 2004). <표 2>의 모형 3~모형 6은 

2000년대 초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에서도 상이

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사외이사 선임의 법적 강제를 이끌었던 정부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바탕으로 공

기업과 정부지분이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전략적 이형화를 적극 억제

했다. 모형 4는 정부소유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이사회 규모의 축소 없이 사외

이사를 추가 선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더욱 증대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외국인 소유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과 동

시에 이사회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 이형화에 가담했다(모형 

5). 이는 정부주도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요구를 수용함에 있어, 외국인 소유 기업들

이 실제로 그 제도적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만 해당 제도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ymbolic adoption). 한국에서의 사외이사 도입의 경우, 외국인 주주들은 사외이사 

중심의 보다 작은 이사회라는 자신들이 익숙한 이사회제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았

을 수도 있다. 우리는 소액 주주의 소유권과 사외이사선임 간의 이사회 규모 감소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도 검토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모형 6).

위의 분석 결과들은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법적 강제로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는 추가 사외이사 선임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여 규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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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제도론이 강조하는 제도적 압력

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특히 전략적인 이형화(decoupling)의 한 예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와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이러한 전략적 

이형화에 대해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외이사의 증가와 함께 이사회 규모의 축소는 한국 정부나 기업이 아마도 의도하

지 않았을 다른 결과 역시 가져오게 되었다. 개별 기업 이사회 규모의 감소는 자연스

럽게 해당 이사들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국 한국 기업 

간의 겸임이사 네트워크(interlocking directorship)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사외이사 감소로 촉발된 이사회 규모 축소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업 집단(business group)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특히 

기업 집단 내 네트워크(intra-business group network)(예: 삼성그룹 내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와 기업 집단 간 네트워크(예: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간의 삼성전자-현대 엘리베이터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

쳤는지 살펴본다.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한국 기업집단의 연결구조의 변화: 

   기업 집단 간 네트워크의 증가

앞서 우리는 한국의 사외이사제 도입이 정부의 법적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기

업들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과 이사회 규모 축소로 대응했음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사외이사는 규정상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기업

의 외부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해당 사

외이사를 통해 다른 기업과 연결되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 3>은 2000년대 초 사외이사제 도입 직후 한국 기업의 이사

회 규모 축소가 어떻게 개별 겸임이사의 네트워크 규모(한 명의 겸임이사가 겸임하

는 기업의 개수)와 기업별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겸임이사

를 통해 연결되는 타 기업의 개수)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겸임이사 네트

워크의 규모는 2002년 이후 평균 2개 미만까지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각 개인 겸임 

이사의 네트워크 규모의 축소와 동시에 일어났다.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규모는 사외

이사제도가 정착된 2005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전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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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이사 네트워크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동일한 이사가 두 개 이상 회사의 이사회에 겸임함으로써 해당 회사 간에 네트워

크 관계가 생성되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경영전략과 조직이론의 사회구조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이는 아마 한국 기업 네트워크 연구의 대다수가 소수의 재벌로 대표되는 대

규모 기업집단 연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이사회

가 사내 집행이사 중심에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른 한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집단 내외의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특징과 발전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연구의 중

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해외의 관련 연구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해당 사회의 소위 경영자 엘리트

(corporate elite) 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기반으로 파악하고 있다

(Minz and Schwartz, 1987; Mizrucni, 1992; Domhoff, 2002; Useem, 1982). 사실 영미

권에서도 1980년대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이사회에 

타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금융자본가, 정치권의 퇴임 의원 등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

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외이사에 대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으

로부터 독립적인 관리, 감독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Gordon, 2007; Ocasio and Joseph, 2005). 실제로 우심(Useem)의 관련 연구는 이러

<그림 3> 이사회 규모 축소에 따른 한국 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의 변화

각 이사별 네트워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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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겸임이사제도를 기업 경영자들이 자신의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의 경

영자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Useem, 1982; 1984). 더불어, 사외이사의 선임과 이에 따른 겸임이사 네트워크 형성

의 배경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론적 메커니즘은 기업의 자원의존이론

(resource dependence theory)이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자원의존이론은 사외

이사 선임을 해당 기업이 기업 외부의 자원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보유자를 적극적으로 포섭(co-optation)하는 수단의 하나로 파악했다. 예

를 들어 J.P. 모건(J.P. Morgan),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의 은행 자

본가들은 종종 거대 제조업체의 이사회에 초대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기업이 미국

의 주요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와 같은 산업자본 중

심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최근 은행 중심 산업자본이 기관투자자, 소액 자본가 등의 

주주자본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업지배구조로 

기능했다(Davis and Mizruchi, 1999).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제도의 단계적 발전이 없이, 외환위기라는 외부 요인과 법

적 강제에 의해 한국 기업들에 소개된 사외이사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한국에 자리 

잡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전의 한국 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주로 기업집단 내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와 고위 경영자(senior manager)를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에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내부경영자시장(internal labor 

market)에 기반을 둔 기업집단 통제 메커니즘의 전형이다(Chang, 2003; Song and 

Lee, 2014).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삼성과 현대와 같은 주요 재벌기업들이 행정, 

사법, 입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퇴임 고위공무원들을 비상근 외부감사로서 이사

회에 초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는 비교적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 한

국 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주로 해당 기업이 속한 모 그룹 내의 전문경영자 교

환과 겸임의 수준에 머물렀거나, 또는 그룹의 주요 경영자나 창업주가 다수의 그룹 

회사 이사회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먼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사들을 정부 지정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앞서의 사외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집단 내　

겸임이사 네트워크(intra-business group interlock)와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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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usiness group interlock)를 구성하여 그 형성과 변화를 알아보았다. 개별 기업

을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말했던 바와 같

이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그 자체로 이론적 ․ 실증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기업집단 내

의 겸임이사 네트워크와 각 기업집단 간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살펴보기로 했다. 관

련 실증분석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을 검토하려 했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

이 한국의 사외이사 선임은 해당 이사회의 규모 감소와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기업 

집단 내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그 규모가 함께 감소하리라 예측하였다. 둘째, 가시

성이 높고, 한국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며, 행정, 사법, 입법부,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 

출신인 사외이사 후보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다수의 한국 기업이 동시에 외부인사로 

사외이사를 초대, 선임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엘리트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

단 간 네트워크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규모와 강도가 모두 증가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8년

부터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 2011년까지 327개의 기업집단 패널을 구성하고 기업집단

과 해당 기업집단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패널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

했다. 먼저 동일한 사외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두 회사를 겸임이사 네트워크 연결

(dyad)로 확인하고 두 회사의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집단 내

(intra business-group) 겸임이사 네트워크와 기업집단 간(inter business-group) 겸임

이사 네트워크로 구분했다. 회귀모형에는 각 기업집단의 자산 총계, 시가 총액 총계, 

평균 자산 이익률, 기업집단 내 내부 거래액, 해당 연도 더미변수(dummy variable) 

등의 통제변수를 고려했다. 

먼저 우리는 “기업집단 내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규모”가 해당 기업집단의 사외이

사 비율과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해당 분석은 여기서는 생략했으나 <표 3>

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했으며, “기업집단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집

단 내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를 음의 관계로 유의미하게 예측했다(z=-7.60, 

p<0.000). 더불어 <표 3>에서 보듯이 해당 “기업집단의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은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규모”의 증가와 유의미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

타났다(모형 2). 모형 3의 분석은 이러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규모 증

가가 해당 기업집단의 이사회 규모 감소와 기업집단의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의 증가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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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림 4>에 위의 회귀모형과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

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1998년, 과도기였던 2003년, 정착기에 접

어들었던 2008년에 대해 해당 연도의 한국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를 도시했다(금융 지주회사 제외). 음영으로 표시된 동일한 색깔의 점(node)들은 동

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을 나타내며, 흑백으로 표시된 점들은 10대 기업집단에 속

하지 않는 기업이다. 각 기업 간 네트워크 연결(tie)은 두 회사의 이사회에 동시에 선

임된 겸임이사에 의해 형성되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표시하며, 그 두께는 네트워크 

연결의 강도를 표시하고(tie strength), 실제로 두 회사의 이사회가 한 명 이상의 이사

종속변수: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기업집단 자산총계(로그변환)
0.405

(5.53)

*** 0.410

(5.81)

*** 0.0967

(2.13)

**

기업집단 시가총액 총계(로그변환)
-0.0210

(-0.33)

-0.0731

(-1.18)

-0.0785

(-1.99)

**

기업집단 자산이익률 평균(로그변환)
-0.0711

(-1.57)

-0.0413

(-0.95)

0.0169

(0.60)

기업집단 내 내부 거래액(매입매출) 

총계(로그변환)

-0.00469

(-1.05)

-0.00427

(-1.00)

-0.00253

(-0.90)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개수
0.0542

(4.29)

*** 0.0854

(6.81)

*** 0.0185

(2.25)

**

기업집단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1.160

(9.84)

*** 0.932

(40.29)

***

기업집단 이사회 규모 감소폭
-0.0132

(-2.28)

**

기업집단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 

기업집단 이사회 규모 감소폭

0.00356

(2.32)

**

Constant
-9.513

(-8.53)

*** 0

(.)

0.334

(0.48)

표본 수 1137 1137 1137

R Squared 0.263 0.327 0.734

1. 1999~2011년의 year dummy를 포함.

2. 괄호 안의 값은 t 값을 나타냄.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3〉한국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규모에 대한 패널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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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붉은색 선은 두 회사 간의 겸임이사가 모두 사외이사인 경

우를 표시한다.

<그림 4>의 세 패널은 1998년 주로 기업집단 내의 연결에만 한정되어 있던 겸임이

사 네트워크가 2003년 사외이사 규제를 거치면서 그 규모는 축소되고, 2008년에는 

사외이사로 연결된(붉은색 선) 기업집단 간 네트워크로 재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1998년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 한국의 10대 기업집단들은 소

속 기업 간의 집행이사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었으며, 기업집단 간의 겸임이사가 존

재하기는 했으나 빈번한 편은 아니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기업집

단 내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그 규모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각 기업집단 소속사에 

동시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서로 다른 기업집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연결고

<그림 4>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의 한국 

기업집단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변화, 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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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부상했다. 2008년에 이르면 한국의 기업집단은 기존처럼 기업집단 내의 집행이

사 교환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보다는, 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연결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는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이사회 규모의 감소

가 어떻게 주로 기업집단 내 집행이사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업집단 내 겸임

이사 네트워크”를 겸임 사외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변

경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사외이사제도가 가져온 한국 기업의 연결구조의 중요한 

변화다. 더불어,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한 연구 주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외이사는 주주의 이

익을 대변하여 경영자를 감시,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외부환경을 대변하

여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공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집단 내외의 중요한 연결고리

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은 해당 기업과 그 연결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한 정책 역시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특히 두 기업 

혹은 기업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배경과 그 출신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한 예로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묶인 두 기업 혹은 두 

기업집단 간의 기업 기부금 정책(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기업집단 연결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변화: 

  기업 기부금 정책(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 증가

기업 간 네트워크는 연결된 기업 간의 경영전략 혹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구조사회학(structural sociology)에 기반을 둔 경영전략과 조직이론의 기존 연구

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특히 사외이사로 구성된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어떻게 조직 

간 모방(inter-organizational imitation), 학습(inter-organizational learning), 사회적 비

교(inter-organizational comparis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해당 연구들은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Powell, Koput, 

and Smith-Doerr, 1996; Ahuja, 2000), 전략혁신(Westphal and Fredrickson, 2001), 지

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Galaskiewicz and Burt, 1991) 등의 다양한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는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기업지배

구조 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Davis and Greve, 1997), 최고경영자 보수 수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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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Geletkanycz, Boyd, and Finkelsten, 2001; O’Reilly, Main, and Crystal, 1988), 인수

합병 프리미엄 수준의 결정(Beckman and Haunschild, 2002; Haunschild, 1993) 등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실증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의 이론적 메커니즘으로 적어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

나는 네트워크로 공유된 두 기업 간의 정보를 각 기업 경영자들이 모방(imitation), 

학습(learning) 등의 의사 결정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직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정

보의 파이프(pipe)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Podolny, 2001). 기업 A, B의 겸임이사는 

기업 A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와 경험을 기업 B 이사회에 참가할 

때에 활용하며, 결과적으로 기업 A와 B의 정책과 전략은 그 유사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기업이 두 기업을 연결하는 제3자 

(third-party other) 혹은 그 제3자가 대표하는 조직을 기준으로 서로 구조적으로 동등

한 위치에 있으며(structurally equivalent), 따라서 지속해서 서로 감시하고(monito- 

ring) 비교하여(social comparison) 그 결과 두 기업의 정책과 전략이 유사해진다는 

것이다. 후자의 메커니즘은 기업 A, B를 묶는 겸임이사의 적극적인 정보전달을 전제

로 하지 않으며, 어떤 제3자(겸임이사 네트워크의 경우 사외이사의 배경)에 의해서 

두 기업이 연결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구조사회학의 역할 동등성(role equi- 

valence)과도 비슷한 개념이다(Merton, 1957; Burt, 1987).

따라서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해당 기업의 정책 혹은 전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때는 겸임이사를 통한 정보 흐름의 정도와 겸임이사가 대표하고 있는 조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우리의 연구에서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배경과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는 본 연구자들이 구축

한 사외이사 패널 데이터 중, 특히 겸임이사로 기능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의 출신 배

경이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준다.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사외이사가 두 개 이상의 상장법인에 동시에 참석하고 있는 

사외이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사외이사 중에서도 기업에게 더 선호되는 그

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대체로 대학교수 출신의 사외이사가 가장 선

호되는 직업군이며, 정부와 국/관세청 출신의 관료,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출신이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겸임이사 사외이사의 출신배경은 기

존 국내 연구가 보여주었던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 배경과 다르지 않다. 기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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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직 관료, 법조인의 세 직업군이 국내 10대 대기업 상장사 사외이사의 70%를 

넘으며 대부분의 경우 최고 경영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선임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재훈 ․ 이화령, 2015).2)

국내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이러한 독특한 배경을 고려할 

때,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개별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과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영미의 관련 연구가 밝혀온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사외이사의 

기능이 기업 외부 자원 보유자에 대한 포섭(co-optation of external resource 

providers)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면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 의사 결정 정보

2) 더불어 국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보다, 자신이 근무했

던 권력기관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 결과는 아직 없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의 외

부환경을 대변하여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Pfeffer and Salancik, 1978), 이는 반드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

한 자원 의존적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은 관련 산업의 전, 현직 전문 경영자가 이사회에 초청되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영미식 사외이사제도의 역사적 발전 경험을 국내 기업이 갖

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전문 경영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커리어를 

시작한 기업집단 내에서 퇴직 시까지 머물렀으며, 영미권과는 달리 최고 경영자의 각 기업 이사

회 간 교환 등은 정해진 기업집단 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5>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출신배경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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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파와 모방, 학습 등은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겸임이사

가 대표하는 조직 혹은 권력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소속 기업 간의 구조적 동등성

(structural equivalence), 혹은 역할 동등성(role equivalence)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은 

그 효과가 더욱 더 강력할 수도 있다. 이는 국내기업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효과가 단

순히 기업 간 연결고리를 통한 정보의 전파보다는, 사외이사가 대표하는 조직을 기준

으로 하는 상호 감시와 사회적 비교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전 현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는 한국 사외이

사제도의 특이한 경우로서, 이는 해당 기업이 정부관료, 법조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한 기업 외부자원이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인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appearance of inde- 

pendence), 기업 엘리트 네트워크상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

을 기대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업집단 간 네트워크 비율의 상승과 특히 겸임사외

이사 연결 비중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회사들이 서로의 경영전략과 정

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독특한 직업적 배경은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메커니즘 중에서 사외이사가 대표하고 있는 조

직에 대한 겸임이사 네트워크 소속 기업들의 상호 감시, 견제, 비교 등의 메커니즘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가 살펴본 여러 경영전략 혹은 정책 중에서 겸임이사 네

트워크로 연결된 두 기업 간의 기업 기부금(corporate donation)의 유사성을 살펴보

기로 했다. 기업기부금 유사성은 제도론(institutionalism)과 조직이론의 네트워크이론

이 가장 많이 검토한 기업 정책 중 하나다(Galaskiewicz and Wasserman, 1989; 

Galaskiewicz and Burt, 1991; Mizruchi, 1992; Ioannou and Serafeim, 2014). 기존 연

구들은 개별 기업들의 조직역에서의 가시성(visibility),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필요

(need for legitimacy), 조직의 여유 자원(organizational slack) 등의 변수 외에도, 해

당 기업이 겸임이사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겸임이사가 두 기업이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적인 영역, 예를 들어 

비슷한 비영리 조직을 대표하는 사외이사인지 등의 네트워크 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해냈다(Galaskiewicz and Bur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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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부금 유사성은 주로 사외이사가 대표하는 시 정부 혹은 비영리 조직을 

제3자로 하여 연결된 두 겸임이사 네트워크 기업 간의 구조적 동등성(structural 

equivalence)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외이사의 독특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이론적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따라

서 우리는 한국의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연결된 두 기업집단 간 기부금

의 유사성을 높이며, 특히 겸임이사가 두 기업집단 기업에 모두 사외이사인 경우 기

부금 유사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겸임이사 네트워크 연결 기업 간의 기부금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는 앞에서 사외이사 및 이사회 패널 데이터에 각 회사의 연간 기부금 데이터를 추가

하고, 이를 841개의 기업집단 레벨에서 취합했다. <표 4>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연결 

기업 간 기부금 유사도”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 A와 기업 B 간의 기부

금 유사도를 기부금 차이의 절대치의 역으로 계산했다(1/|기업 A 기부금 – 기업 B 

기부금|). 회귀 분석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 두 기업 간의 자산 유사도, 총자산 

이익률 유사도, 해당 연도 더미(dummy)를 통제변수로 추가했다. 모형 1과 모형 2에

서 보듯 해당 기업집단의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비율”과 “기업집단 겸임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모두 두 기업 간의 기부금 유사도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간의 정책 유사성이 동일한 기업집

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간의 정책 유사성보다 높다는 것과 사내이사와 비교하여 사

외이사로 연결된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비율이 높을수록 두 기업 집단 간 정책 유사

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한국 기업집단 내 소속기업들의 동질성

을 생각해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모형 3의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해당 기업집단의 겸임이사 중 사

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가지는 기부금 

유사성에 대한 부의 효과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증가하면 할수록 두 기업집단의 기부금 유

사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 간의 겸임이사 네

트워크가 연결된 두 기업의 정책 유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리의 기본 가설과 일치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겸임으로 연결된 두 기업집단 간의 기부금 유사

성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경우 더 강해질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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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두 기업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여

(structural equivalence) 그 행태가 비슷해지는 경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먼저 우리

는 <표 4>와 동일한 분석을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 진행

하고 두 기업 간의 겸임이사 네트워크 강도가 높을수록 두 기업의 기부금 유사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p-value <0.01). 추가로 우리는 <표 4>에서 검토한 다양

한 사외이사의 직업적 배경이 이러한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했으며, 교수 출신의 사외이사의 경우 겸임이사 네트워크의 효과가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을 발견했다(p-value<0.05). 이는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 기

업의 정책 유사성이 정부관료, 법조인 출신 등의 사외이사가 대변하는 특정한 외부자

원에 대한 구조적 동등성보다는 교수 출신 사외이사가 일반적으로 대변하는 사회적 

종속변수: 겸임이사 네트워크 연결 

기업 간 기부금 유사도
모형 (1) 모형 (2) 모형 (3)

해당 기업집단 기부금 
-0.0141

(-14.39)

*** -0.0139

(-14.29)

*** -0.0138

(-14.16)

***

상대 기업집단 기부금 
-0.0162

(-16.21)

*** -0.0160

(-15.95)

*** -0.0161

(-16.04)

***

자산 유사도
329.0

(1.66)

* 334.3

(1.68)

* 332.2

(1.67)

*

총자산 이익률 유사도
0.0000128

(0.92)

0.0000129

(0.92)

0.0000129

(0.92)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비율
-0.0663

(-1.08)

-0.0267

(-0.43)

-0.0850

(-1.23)

기업집단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0.388

(-3.66)

*** -0.658

(-3.82)

***

기업집단 간 겸임이사 네트워크 비율× 

기업집단 겸임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0.161

(1.99)

**

Constant
-0.550

(-5.24)

*** -0.316

(-2.60)

*** -0.182

(-1.31)

표본 수 1921 1921 1921

R Squared 0.414 0.416 0.416

1. 괄호 안의 값은 t 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냄.

3. 기부금 및 자산은 백만 원 단위로, 총자산 이익률은 백분율 포인트로 환산.

<표 4〉사외이사제도 도입과 한국 기업집단 간 기부금 유사도에 대한 패널 회귀모형



142  經營論集, 第 49 卷 統合號

정당성 혹은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조적 동등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II.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네트워크의 발전과 그 전략

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는 국내 사외이

사제도의 도입을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관점 이외에 한국 기업들의 정부

규제에 대한 전략적 반응, 기업집단 연결구조의 변화,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

한 구조적 영향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세 가지 

관련 실증연구를 유기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이 

기업의 자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법적 강제에 의

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는 추가 사외이사 선임을 최소화하고 동시

에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여 비율규제의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

였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사외이사 도입과 이사회 규모 축소가 어떻게 한국의 겸

임이사 네트워크를 기업집단 내부에서 기업집단 간으로 확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외이사제 도입 이후 사외이사를 통해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

결된 기업집단 간의 대외 기부정책의 유사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외이사제와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이 실증 

연구들은 한국의 사외이사제도가 다만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일 뿐

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업 간 연결구조와 전략적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역사와 기업경영에의 영향을 종단적인 사회

구조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에 이론적 ․ 실
증적으로 기여한다. 먼저 우리는 대리인 이론에 한정되어 있던 국내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도론과 구조사회학의 관점들을 사용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적 지평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도론에서 제시하는 외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이형화(strategic decoupling), 사회구조론에서 제시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 연

결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소속 기업 간의 구조적 동등성(structural equivalence)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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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하나의 메커니즘에만 한정되어 있던 국내의 

사외이사 연구에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의 개별 기업에 한정되어 있었던 실증분석 수준을 종단적, 네트워크 수준으로 높임으

로써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 기업경영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해내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사외이사제도가 회피해야 할 정부 규제이거

나 혹은 사회 명망 인사 임명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겸임

이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타 기업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경영기법을 전수, 학습하

여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정부규제에 의해 도입됨으로써, 영미식 사외

이사제도가 누렸던 장기간의 역사적 발전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수, 

전직 관료, 법조인 등이 대기업 상장사 사외이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전 ․ 현직 전문 경영자가 이사회에 초청되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영미식의 사외이사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정

착됨에 따라 사외이사가 “대변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기업의 로비창구” 이상으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해외의 관련 연구는 사외이사를 중심

으로 한 기업 간 네트워크가 기업 간의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과 정책이전

(policy diffusion)을 통한 중요한 기업가치 창출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사외이사제도가 앞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 중의 하

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업의 사외이사들로 연결된 겸임이사 네

트워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정책집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기업정책

은 주로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집단을 가장 중요한 기업연결 형태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구사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기업집단이 가졌던 역

할을 고려해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이사회 규모의 감소에 따라 이러한 한국 기업집단의 연결구조가 기업집단 내 ․ 외부에

서 모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에서의 기업집단의 역할과 중요성

이 감소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집단 내의 사내 집행이사의 활발한 교환으로 이루어졌

던 과거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이제 한국사회의 엘리트이면서 주요 권력기관을 대

변하는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간의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재편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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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우리가 재벌 중심으로 국내의 경제적 역량이 편향되어 있

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해외의 연구자들은 겸임이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과 사회 

엘리트 집단의 과중한 경제적 권력을 비판해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Mizruchi, 

1992; Useem, 1984).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제 도입과 발전, 그리고 더욱 광범위하게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다양한 기업지배구조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여러 가지 추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외이사제도는 영미권에서 그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발전한 주주자본주의의 기업지배구조제도 중 하나다. 경영전략과 조직이론의 기존 

연구는 평생고용제도의 폐지, 적대적 합병의 수용 등 주주자본주의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 제도가 어떻게 그 발생지인 영미권(Anglo American culture)에서 다른 문화권으

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했다(Ahmadjian and Robbins, 2005; Henisz, Zelner, 

and Guillén, 2005; Peng, 2004; Schneper and Guillén, 2004; Weber, Davis, and 

Lounsbury, 2009). 관련 연구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주주, 은행 및 채권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해관계, 기업 간의 경쟁적 모방 등의 메커니

즘을 검토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역시 그 운용과 발전에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강제에 의한 

도입, 권력기관 혹은 기업의 주요 외부자원 보유자들을 주로 사외이사로 초대하는 한

국 기업들의 관행 등이 그것이다. 추후의 연구는 이러한 독특한 제도적 환경에서 탄

생하여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사외이사제도가 기존 영미권의 사외이사제도와는 어떻

게 다르며, 또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기업 간 혹은 기업집단 간의 겸임이사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그 사회

의 소위 경영자 엘리트(corporate elite) 집단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기반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주요 재벌 중심의 압축성장 배경 때문에, 전문 경영자들의 기업 간 이동

이 자유롭지 않았고 전문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역시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와는 달리 전 ․ 현직 최고 경영자가 상이한 기업의 이사회에 초대 

선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이러한 

전문 경영자의 각 기업 이사회 간 교환도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는 이렇게 한국 기업을 연결하는 사외이사들이 주로 누구인지, 어떤 배경과 과정

을 통해 선임되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선임 과정에 따라서 상이한 역할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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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후의 연구는 사외이사제도와 겸임이사 네트워크가 한국 기업의 전략

적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업가치 제고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겸임이사 네트워크는 

사외이사제도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가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업 혹은 기업의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겸임이사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전

략과 정책의 확산(diffusion)과 모방(imitation), 학습(learning)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 정책 유사성에 따라 기업의 네트워크 생태계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일련의 연구들은 본 논문에서 살펴본 제도론적 ․ 사회구조론적인 관점이 사외이사

제도를 포함한 국내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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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Structural Influence on Korean Business 

Groups and Their Strategic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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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pand the prior studies on independent directorship of Korean 

public companies in two ways-by examin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longi- 

tudinally, and elevating its level of analysis from individual companies to their 

connections to other companies. Draw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ins- 

titutionalism and structural sociology, we introduce a sketch of three interrelated 

studies utilizing the board interlocking directorship of Korean companies. We show 

how the government driven adoption of independent directorship was received by 

Korean public companies who often reduced their board size just to establish 

symbolic conformity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 requirements. We also show 

how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directorship accompanied by board size 

decrease has transformed the way Korean business group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Finally, we provide an evidence of Korean companies increasing their 

similarity in the amount of corporate donations as a result of such development in 

the board interlocking directo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social structural approaches to corporate governance studies for 

Korean companies, which primarily have focused on agency theory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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