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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중견기업 최고경영자의 경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본 논문은 국내 제조업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너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 시 진입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제한적 합리

성을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특성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의 관계

를 탐구해 온 바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너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최고경영자로서의 재

직년수, 기능경험, 해외경험, 창업자/승계자 여부로 규정하고 각각 

재직년수의 증가는 합작투자를, 기능경험 중 결과중심적 기능경험

은 단독투자를, 해외경험의 보유는 단독투자를, 창업자의 경우 합

작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의 국내 79개 중견기업의 213개 해외

직접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Upper Echelon Theory의 연구 결과를 국내의 

사례로 일부 실증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견기업 수준의 기업을 대상으로 오너 경영자 특성과 중요의사

결정 사안 중 하나인 해외진출 경향을 확인한 기여도를 가진다.

주요어 : Upper Echelon, 오너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의 경험, 진입방식

학  번 : 2003-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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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최고경영자 역할의 중요성

   

  삼국지연의에는 600여 명의 크고 작은 장수가 출현한다. 각 장수

들은 각자의 나라에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크고 작은 전투를 수행

하며 그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는다. 뛰어난 장수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대적하고 있는 적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싸움에 

임하고 승리를 거둬간다. 삼국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유독 

우두머리로서 장수가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은 그만큼 전장에서 

장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Barnard(1938)는 조직을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Open System

으로 보고, 이에 조직의 목표 설정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방향 제

시,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이 경영자의 주요한 역할임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자의 역할로는 조직 전체의 운영을 위한 자원의 할당

과 분배된 자원의 활용(Chandler, 1962), 사업진출과, 각 사업별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 그리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와 내부 프로세스의 설계 등(Miles, 

Snow, Meyer, & Coleman Jr., 1978)이 제시되고 있다.

  Child(1972)는 전략은 단순히 기업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의 산물만은 아니며, 기업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의도와 

의지의 산물이므로 경영자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중 최고경영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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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향력은 다른 임원진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다(박철순 & 유진탁, 1999). 따라서 최고경영진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이를 통해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떠한 편향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pper Echelon Theory는 전략의 결정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가 주로 최고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고 주장한다(Hambrick & Mason, 1984). Dewey는 인간은 지성, 

즉 과학적 사고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생겨난 실재를 이해하

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Dewey, 

1948; 박준영, 2004). 그러나 복잡한 경영환경과 최고경영자의 제

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고려하면, 최고경영자가 주어진 

환경 전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

고경영자는 소위 만들어진 ‘관점’을 통하여 주변 환경의 정보를 판

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점’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향이나 가

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관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재구성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Finkelstein & 

Hambrick, 1990). 

  그렇다면, 최고경영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향과 가치관을 통

해 형성된다는 ‘관점’은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또한 개인

의 어떠한 성향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어떻게 다른 경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개의 오너 기업 사례를 살펴보

도록 한다. 두 기업은 지방 중견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속하며 

1960~70년대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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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당 사례의 내용은 각 기업의 사서와 

공시정보, 뉴스 등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일부 내부 상황은 회사 담

당자와의 직접 인터뷰로 확인하였다. 

2. 사례 연구

  2-1. (사례 1.)대구 지역 브레이크시스템 및 패드 제조회사의 

        해외 진출

  World Class1) 300 대상 기업으로 뽑힐 정도로 견실한 중견기업

인 브레이크시스템 및 패드 제조사 상신브레이크주식회사는 현재 

중국에 2개(우시, 쓰촨), 인도에 1개(첸나이), 미국(캘리포니아 어

빈)에 법인을 두고 있다. 특이한 점은 모두 자사 지분율이 100%로 

단독투자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진출의 물꼬를 튼 것은 중국의 거대 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한 2000년 초 중국 진출부터였다. 최초의 진출지역으로 

강소성 우시를 결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27일 100% 지분(단독투

자)으로 진출하였다(상신제동계통유한공사). 당시 타겟 시장은 보수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80% 이상 OE(중국 로컬 : 한국=5:5)납품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제2중국법인으로는 쓰촨 법인(사천상신제동계

통유한공사)이 2013년 6월 20일 설립되었으며(지분율 100%), 상

용차용 브레이크 어셈블리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1) World Class 300: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실적이 우수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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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경우, 2002년 라네브레이크, 순다람사와 기술제휴 관계부

터 시작하여, 2010년 SANGSIN Brake India PVT.LTD.로 법인을 

설립하였다(100% 지분율, 단독투자). 인도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는 현지인들의 낮은 생산성과 전반적 인프라의 낙후성이 커서 애로

가 많으나, 중국에 이은 거대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법

인은 캘리포니아 어반에 2009년 5월 15일 유통법인으로 설립되었

다. 

  상신브레이크가 해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단독 투자를 강행하고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고려되었겠으나, 최고경영

자의 과거 경험에 기인한 바가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본사 설립 당시인 1975년 설립 초기, 50% 지분을 가지고 파트너사

로 시작했던 한국브레이크와의 다양한 잡음은 추후 1997년 한국브

레이크의 최종 부도로 지분관계가 청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신브레이크(당시 상신화학공업)와 한국브레이크는 본

질적으로 시장 내 경쟁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였으며, 한국브레

이크가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최대의 경쟁사이었기 때문이

다. 한국브레이크는 기술, 생산에서 상신브레이크에 우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선진기업들과의 M&A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회

사였다. 이 때 상신브레이크의 최고경영자인 정도철 사장(현 회장)

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자사가 탁월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동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후로 회사의 주요한 개발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은 대다수 기술

제휴를 통한 것이었다. 마찰재와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이 물성과 관

련된 부분으로 화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경험적으로 쌓여가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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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로 일본 회사들(TBK, 아케보노, 닛신보 등)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내부의 경험과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갔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도철 회장은 대학에서 수학(경북대 수학과)을 전공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마찰재와 관련한 기술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현재 R&D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조차도 정 회장이 회사 역사 전체

를 통틀어 보여 온 기술에 대한 집착과 연구 자세를 높이 사고 있

었다. 또한 현재도 회사 내부의 실질적인 배합비 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배합비의 최종결정은 정 회장의 재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 기술과 개발능력이 곧 핵심역량임을 일찌감

치 경험에 의해 획득하고 꾸준히 R&D 기능 전반을 지휘해온 최고 

경영자가 소중한 기술 경험이 합작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합작 

방식 대신 단독 투자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그 동안 보여 온 해외 투자 형식이 단독으로 치우치고 

있는 점을 설명해볼 수 있겠다. 

  아직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2세 경영자인 정성한 사

장은 한국에서 경영학(연세대 경영학과)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MBA(Univ.of Missouri-KC)를 마치고 돌아왔다. 최근 내부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으나, R&D 중시 기조의 선대와

는 다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내부 혁신과 신사업 창출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2세 경영자가 주축이 되는 추후 시점

부터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선대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일지는 미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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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사례 2.) 경북 지역 자동차 샤시 및 램프 제조회사의 

          해외 진출

  한편 또 하나의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샤시(chassis par

t)2) 및 램프 제조사인 에스엘 주식회사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에스

엘의 이충곤 회장은 국내에서 기계공학(연세대 기계공학과)을 전공

하고, 이후 국내에서 경영학(연세대학교 MBA)을 전공하였다. 이 회

장은 1967년 12월에 에스엘(구 삼립)에 입사하여 주로 영업 일선

에서 실무를 익혀오다가 이후 1983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최고경영진으로서 사람중심경영을 주창하였으며 이에 존중, 수평문

화, 인성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내어 보이고 있다. 

  에스엘 역시 회사 역사 상 중기에 해당하는 확장시기에 미흡한 

기술수준과 생산 능력에 대한 노하우를 해외의 선도기업들과의 기

술제휴로 확보하였다. 주요 상품라인 중 하나인 샤시의 경우에는 

1987년 영국의 루카스와 금형관련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

였으며, 또 하나의 상품라인인 램프는 70년대부터 꾸준히 기술을 받

아들여 80년대에 설계기술의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80년대 초 당시 시장의 헤드램프는 에스엘의 semi-sealed beam 

type과 금호전기의 sealed beam type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마치 

70년대 초 비디오 시장에서 소니의 베타맥스와 JVC의 VHS 방식 

간 표준 싸움을 벌이던 모습과 비견될 수 있을, 시장 내 트렌드 싸

움에서는 프랑스 발레오, 독일 보쉬, 영국 루카스, 이탈리아 마그네

티 마렐리 등 각국 주요 Player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니즈를 반영한 

에스엘의 승리로 끝이 났다.

2) 샤시(chassis):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대를 의미. 차체(body shell)를 뺀 나머지 부분

으로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을 의미함(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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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해외로의 확장은 중국을 필두로 이루어졌다. 1995년 12월 

강소성 단양시에서  중국 헤드램프사 신양차등창과 50:50(합작투

자)으로 단양삼립차등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첫 출발은 만

만치 않았다. 당시 유력한 고객사였던 무한만통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있던 합작파트너인 신양차등창은 대만계열에 인수

되면서 법인의 운영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 주재원들이 철

수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지분 인수작업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단양삼립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투자(합작투자)가 크나큰 실패로 결론지어졌으나 이후에도 에

스엘은 2002년 상해에서 상해회중과 60:40 지분률로 상해삼립회중

기차영부건유한공사를 설립한다(합작투자). 특이하게도 에스엘의 중

국 단양과 상해에서의 투자는 한국 자동차부품회사들이 흔히 택하

는 원청사(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동반진출 

형식이 아니라 단독 진출의 형태였다. 물론 에스엘도 2002년 10월 

현대차와 함께 동반 진출의 형식으로 북경헬라(BHL)과 51:49 지분

으로 북경삼립차등유한공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중국3대 카메이커인 동풍기차의 램프 제조 자회사 동풍실업과 

50:50으로 무안에 십언동풍삼립을 설립하였다. 

  에스엘이 초기 투자에서 합작투자가 가지는 파트너사와의 리스크

가 극대화되어 결과적으로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합작투

자의 형식을 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에스엘은 자동차 부품회

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당시 중국정부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 

외국 회사 측의 지분을 제한하거나 합작형식을 강요하는 ‘완제품 자

동차’의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합작형식을 택할 법적인 유

인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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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진출 당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 지분제한 규정 때문에 

중국의 북경기차를 합작 파트너로 하여 50:50 지분률로 중국에 진

출하였으며(이장로, 이재혁, 박지훈, & 김소연, 2006),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에 묶여 있다. 

  중국 이외의 시장으로는 1997년 인도 및 유럽향 제품을 위한 SL 

LUMAX가 인도의 LUMAX사와 합작(78.7%)하여 인도에 설립되었

으며, 2002년 11월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테네시 법인(100%)을 설

립하였다. 당시 미국에 생산법인으로 출향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드

문 사례였다. 물론 고객사인 GM의 요청이 작용하였다고는 하나, 내

부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에는 해외 직접진출보다는 수출이 훨씬 이

익일 정도로 해당 국가에서의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이 크다는 판단이었으나 이 회장이 장기적인 협력과 고

객과의 신뢰를 대단히 중시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후 2003년 7월에는 미국 알라바마에 추가로 램프전문 생산 조

립 법인을 수립하였다. 에스엘의 이 회장은 공학 전공이면서도 영업

에서 실무를 익힌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의 기술과 해외 합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지식을 매우 높게 사는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영업에서 익힌 스타일대로 밖으로 나가 직접 확인하

고 판단하는 성향을 꾸준히 보여준다.

  한편, 2세 경영자인 이성엽 사장(현재 각자 대표이사)는 해외

(Univ. of Wisconsin-Madison)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연이어 해

외(Drexel Univ.)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선대의 뜻을 이어 사람

중심경영을 필두로 다양한 내부 관리체계 확립에 공을 들이고 있으

나, 선대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방식과는 달리 동부 유럽의 주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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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들을 M&A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3. 사례의 시사점 및 연구의 동기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

사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라고 할지라도 유사

한 경영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동일한 잣대 또는 ‘렌즈’를 통

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자동차 부품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가 같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본 사례로 본 오너 경영자들은 그

들이 보유한 과거경험과 교육배경, 해외경험, 기능경험, 회사에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에 대한 관점 등 Upper Echelon 이론에서 

살피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해당 인사가 쌓아온 여러 가지 기존 경

험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확인

하게 되었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 간 차이뿐만 아

니라 아직은 경영의 주도권이 중첩되어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창

업자와 승계자라는 입장 차이도 있어 이 차이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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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경영진의 특성 관련 연구 개괄 및 본 연구의 방향성

  최고경영진의 인지적인 특성이나 성향, 가치관과 같은 특성이 의

사결정, 나아가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연구도 

있으나(Peterson, Smith, Martorana, & Owens, 2003; Miller, Kets 

de Vries, & Toulouse, 1982), 이러한 심리학적 특성은 정의내리고 

측정, 분석하기 어려우며, 해당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최고경영진의 인

구통계학적인 특성과 경영자의 태도와 인지능력과 연관성을 근간으

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최고경영자의 인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

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Carpenter, Geletkanycz, & Sanders, 

2004; Bantel & Jackson, 1984; Papadakis & Barwise, 2002; 

Herrmann & Datta, 2002; Kor, 2003; 채희원, 송재용, 2009; 황수

정, 신진교, 2009; 김일경, 이호욱. 2013 등). 해당 연구들은 크게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들과 조직의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될 선행 요소로서 전

략 선택에 집중하는 연구들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최고

경영자의 특성과 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해외진입방식

의 선택과 관련한 연구는 후자에 가까운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며, 

Upper Echelon Theory 연구들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Carpenter, Geletkanycz, & Sanders, 2004).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징과 기업의 다각화 전략 일환으로 해외

진입방식과의 관계를 탐구한 것은 대표적으로 Herrma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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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ta(2002)가 CEO의 근속년수, 교육수준, 해외 경험 등이 해외진

입방식(full control or shared control)에 영향을 줌을 연구한 바 있

다, 이후 CEO의 나이, 근속년수, 특정기능의 근속년수(지식수준), 

해외경험 등이 해외진입방식(Joint Venture or Acquisition)에 영향

을 미침을 연구하였다(Herrmann & Datta, 2006). 국내에서도 CEO

의 해외경험과 직무배경(결과지향적, 과정지향적), 소유지분 등이 

해외진입방식(합작투자, 단독투자)에 영향을 미침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이동현, 박종훈, & 조광모, 2016). 

  그런데, 해외에서 10여 년 전부터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해외진입

방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온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최고경영

자의 특성과 해외진입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수행되었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규모가 매출 2억 5천만 달러 이상(Herrmann & Datta, 2006) 또는 

200대 상장기업(이동현, 박종훈, 조광모, 2016) 등 일정 이상이 되

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현재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상장사로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분류기준 상, 기업의 구분은 매출이나 자산규모 기준으로 대

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단순히 이 분류는 규

모 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에서의 격차도 설

명해준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규모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

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규모까지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규모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특유의 장점이 있

었다고도 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내부 

자원이나 프로세스가 비교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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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내외부적인 모니터링과 견

제의 기제는 부족하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실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박기준 & 이

춘우, 2011), 최고경영자 스스로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기술혁신과 

해외시장의 개척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중

차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김병순, 2011). 

  특히 중견기업의 평균적인 매출규모나 내부 경영자원의 상대적 

열악함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인적, 물적 투자를 동반하는 신사업 

개척, 해외직접투자, 대규모 설비투자, 내부 경영지원체계 정립 등의 

의사결정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들이며 궁극적으로 최고경영

진의 의사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안의 상대적인 중요성

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육성

하는 정부의 주요 지원책으로서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에 대한 

분야별 주요시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World Class 300(WC 300)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투자, 컨설팅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시장확대’ 영역은 글로벌화를 위

해 기업이 요청하는 정보, 파트너십, 자금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즉,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만으로 쉽게 의

사결정 할 수 있을 수준의 사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국내 중견기업이 처한 현실과 국내 경제에서의 비중 및 

역할, 최고경영자가 인지하고 감내해야 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중견기업을 다루어야 할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중견기업 중에서도 오너 기업, 그리고 

오너가 최고경영자를 역임하고 있는 기업들로 한정한다. 청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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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 이론에 따르면,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 경영하는 오너 경

영자들은 실제 기업과 본인의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또한 경영자 개

인이 단순한 이기주의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하고 전

체를 위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더 큰 효용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Davis, Schoorman, & Donaldson, 1997).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은 구미와 달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그 생성과 성장의 역사로 보아 

오너 기업이 비율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Upper echelon theory를 근간으로 하여, 국내에

서 연구대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견기업의 오너 최고경영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최고경영자가 가지는 특성으로서

는 최고경영진으로서의 근속년수(Herrmann & Datta, 2002), 특정 

기능 근속년수(Herrmann & Datta, 2006), 해외 경험(Herrmann & 

Datta, 2002; 2006)가 해당 기업의 해외진입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이는 해당 변수가 그 동안 최고경영진의 

특성과 해외진입방식과의 관계 연구 및 CEO 승계자의 특성과 해외

진입방식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다루

어진 변수이기 때문이며, 또한 앞선 사례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오너 

경영자로서 창업자와 승계자들 간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차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으로서의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최고

경영진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고, 업무관련 경험 및 지식, 

전문성, 조직 내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Herrmann & 

Datta, 2002).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근속년수가 길어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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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나 혁신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Datta, 

Rajagopalan, & Zhang, 2003; Rajagopalan & Datta,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로서 근속년수가 길어질 때, 합작투자

(Joint Venture)와 단독투자(Acquisition/Greenfield) 중 어떤 쪽을 

선호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특정 기능에서의 근속년수는 Hambrick & Mason(1984)의 

구분에 따라 ‘과정지향적 기능경험 - Throughput Functional 

Experience'과 ’결과지향적 기능경험 - Output Functional 

Experience'으로 나누어 최고경영자의 주도적인 경력을 확인할 것이

다. 그 중 특정 기능경험을 주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단독투자(Acquisition/Greenfield) 중 어

떤 쪽을 선호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은 구조적인 연관이 있으며, 기업의 국제적 

다각화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Black, 1997;Herrmann & Datta, 

2002). 해외에서의 경험은 해외의 언어와 문화에 일정기간 노출된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

함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해외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는 해

외에서의 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Black, 1997)고 이전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해

외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단독투자

(Acquisition/Greenfield) 중 어떤 쪽을 선호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중견기업의 경영형태는 소유와 경영

이 혼합된 즉 오너(Owner) 기업의 형태로 구미의 소유와 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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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오너 경영자는 단순하게 개인의 단기

적인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목

표를 향해 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Davis, Schoorman, & 

Donaldson, 1997). 단, 승계경영자로서의 2세 경영자는 부임 이후 

보다 큰 임팩트를 주고 보다 나은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

긴다(Herrmann & Datta, 2002; Ocasio, 1994). 따라서 오랜 기간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해 온 창업경영자와 과거의 자산을 승계받은 

오너 승계경영자 간에는 동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선 사

례에서 본 바와 같이 2세 경영자들의 경우 상당수 해외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등(송기철, 1991), 경험적 특성에 있어 창업자와 승계

자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동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창업자-승계자’로 구분하여 최고

경영자로서의 오너로서의 특성이 해외진입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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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연구배경 및 목적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기반으

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진입방식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고, 본 논

문에서 주로 다룰 주요 주제로서 최고경영진으로서의 재직년수, 기

능경험, 부임 전 해외경험, 오너특성(창업자, 승계자) 등 최고경영진

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 문헌을 바

탕으로 한 이론적인 검토에 이어 본 연구에서 검증할 최고경영진의 

특성이 해외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와 이를 기반으로 한 자료수집의 방법 및 표본의 크기, 변수들에 대

한 정의 및 측정 방식, 분석 방법 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제 4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가설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전개할 것이며,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논의하도

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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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제 1절.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진입방식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1968년 남방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로 시

작하여 1990년대 10억 달러, 1996년에 45억 달러, 2006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 200억 달러를 넘긴 이후, 현

재까지 2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

지 수출과 현지시장 진출이 주요한 동기로 꼽히다가 2010년 말 기

준으로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

렬, 곽주영, & 양영수, 2011).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목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연구

의 흐름이 있다. Hymer(1976)는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동

기는 외국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경쟁적 우위를 기반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Williamson(1979)은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지적자산이나 원자재 조달 등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업 내부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시장 거래보다 유리하여 조직

의 경영자원을 내부화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Buckley & 

Casson(1976)이 처음 내부화의 관점을 해외투자로 적용하였다. 

Vernon(1979)은 제품의 각 수명주기단계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수

익, 경쟁, 생산비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두고 국가 간 존재하는 격

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Dunning(1995)

은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와 내부화의 우위요소, 생산 입지 상의 우위요소 등을 바탕으로 복

합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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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의 일환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진입의 방식은 다양

하여, 현지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인수합병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또는 현지법인과 합작하여 합작법인으로 진출하는 형태가 모

두 존재한다. (Brouther & Hennart, 2007; Chang & Rosenzweig, 

2001). 기능별 제휴와는 달리 직접투자 진입방식은 현지에서 독립

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지분률에 따라 합작투자냐 

단독투자냐가 결정되는데, 통상 95%를 기준으로 보아 이 이상이면 

단독투자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해외진입방식에 대한 주요 연구의 흐름은 진입방식을 

연속적인 발전단계(establish chain)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Johanson & Vahlne, 1977), 거래비용 관점, 복합(Eclectic)관점, 

조직역량 관점 등이 있다(Anderson, 1997). 해당 연구들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해외진입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현지국의 정부 규제, 현지국 정보의 필요성, 유통채널, 시장의 매력

도 등 현지 국가와 시장 수준의 요소(장세진, 1998), 진출하고자 하

는 기업의 교섭 역량, 배타적인 경영자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

량 등 기업 수준의 요소 등이다(Anderson, 1997).

  Agarwal & Ramaswami(1992)는 해외진입방식을 결정할 때, 일

반적으로는 리스크와 이에 대해 얻게 되는 이익을 중점적으로 고려

하게 되나, 실증적으로는 자원의 가용성, 통제 필요성이 고려된다고 

하였다. 이에 단독투자(sole venture mode) 방식은 결과적으로 높

은 투자, 높은 위험, 높은 이익, 높은 통제의 특징을 보이며, 합작투

자(joint venture mode) 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투자 지분 

참여 정도에 상응하는 위험과 수익 및 통제 수준의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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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나아가 Herrmann & Datta(2006)은 통제여부, 위험수준, 자원필

요수준, 정보필요수준 등 4가지 요소로 합작투자(Joint Venture)와 

인수(Acquisition) 및 Greenfield 투자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통

제 측면에 있어서는 인수 및 Greenfield 투자가 독자적인 소유권과 

결정권을 가지는데 반해서 합작투자는 이를 현지 파트너와 나눠 가

짐으로써 분산된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는 합작투자

는 현지 파트너와 리스크를 나눠가질 수 있으며, 인수는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시도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인지하고 들어가지만, 인수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

크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지하고 있다. Greenfield 투자

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리스크가 

큼을 지적하고 있다. 자원필요수준으로는 인수 및 Greenfield 투자

가 합작투자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고 적

시하고 있으며, 정보필요수준에서는 합작투자, 인수, Greenfield 투

자 순으로 투자자가 획득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

다. 

  다양한 해외진입방식에 대한 기업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사전

적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이 직접 뛰어드는 경우, 성공하

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 활용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 많지 

않은 중견 규모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견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진출할 때 전술한 결정 요인 이외에도 해외경험(Terpstra & Yu, 

1988), 기술혁신(Kimura, 1989; Agarwal & Ramaswami, 1992), 

경영자의 행동(Graubaugh, 1987) 등의 기업고유 요인과, 거래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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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거래비용, 경영관리 등 내부화 요인(Dunning, 2000), 입지요인

(Dunning, 2000) 등 다양한 결정요인들에 관련해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제 2절. 최고경영자의 특성

   1. 최고경영자 개인 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Miller, Kets de Vries, Toulouse(1982)는 조직에 대한 2가지 큰 

연구줄기의 일환으로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최

고경영진의 통제욕구도(the locus of control)와 혁신, 위험감수, 적

극성,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관련이 있고, 이는 탐색, 기술화, 차별화

로 대변되는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고경영자의 심리적인 특성 중, 성취욕구나 위험감수성향이 조직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Smith & 

Miner, 1984). Peterson, Smith, Martorana, & Owens(2003)는 성

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공감능력, 외향성(친화성, 독단성), 개방성 

등의 최고경영자 특성이 TMT(Top Management Team: 최고경영

진)가 나타내는 성향에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성격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특정 그룹과의 인터뷰나 토론 내용 등의 질

적 자료와 최고경영자나 TMT 그룹 구성원들의 개인적 철학이나 경

영철학을 엿볼 수 있는 출판된 자료들로부터 수집한 내용들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Peterson et al., 2003)

  Pfeffer(1983)는 많은 조직연구에서 이와 같이 심리측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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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심리측정과 

연관된 변수는 개념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층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Petersen et 

al.(2003)이 리더십(leadership)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극히 드물다고 언급한 것도 이에 대한 방증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심리 기반의 변수보다는 실증하기가 

편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2. 최고경영자의 개인특징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접근

  Upper Echelon Theory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진 Hambrick & 

Mason(1984)은 (1) 기업에서 행해지는 전략적 선택은 기업 내 강

력한 실행자(actor)의 가치(value)와 인지적 기반(cognitive base)

의 반영이며, (2) 이들의 가치와 인지적 기반은 교육이나 직무경험 

등과 같은 관찰 가능한(observable) 성향의 함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3) 기업의 중요한 성과는 실행자의 관찰 가능한 성향과 연

관되어 있음을 밝혔다.(Carpenter et al. ,2004)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의 개인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나이, 근속경

험, 교육수준, 임기, 기능적 배경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기기업의 수익성, 수익의 다양성, 성장성, 생존에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후 평균 나이 및 상이성, 평균 재직년수 및 상이성, 관련 산업 

경험이 경영혁신 전략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Bantel & Jackson, 1984)와, 나이, 근속년수, 교육수준, 타 기업

근무경험, 핵심지식 소유 여부가 산업 내/간 성과의 차이를 불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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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 결과(Norburn & Birley, 1988), 글로벌 경험이 해외 진

출 시의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고, 판매시작의 지연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 결과(Reuber & Fischer, 1997), 글로벌 경험, 교육, 기능

근속년수, 회사근속년수가 전략적 해외진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Carpenter & Fredrickson, 2001), 성격(성취지향성, 위험감수

성), 근속년수, 교육, TMT의 특성(교육, 공격적 성향)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Papadakis & Barwise, 

2002), 최고경영진 근속년수, 교육수준, 해외경험이 해외진출 진입

방식(entry mode; full control, shared control)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Herrmann & Datta, 2002), 최고경영진의 나이, 근속년

수, 특정 기능에서의 근속년수, 해외 경험 등이 해외진출 진입방식

(entry mode; joint venture, acquisition)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

과(Herrmann & Datta, 2006) 등 최고경영진의 개인적인 특성을 측

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전략적 선택 간의 관계들이 연구되

었다.  

  관련 주요 연구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Upper Echelon Theory 연구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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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진으로서의 재직년수는 최고경영진의 지식과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Rajagopalan & Datta, 1996). 최고경영

진으로서 재직년수가 길어질수록 최고경영진 본인은 스스로의 역할

을 잘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쌓이는 조직 경험이 당면한 상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인식의 폭과 넓이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가 특정 기업에서 최고경영

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의 관행(routine)에 따른 

효율적 경영에 탁월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최고경영자로

서 긴 재직기간은 혁신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방적이지 않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atta, Rajagopalan, & Zhang, 

2003). 이는 최고경영자가 이미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새로

운 변화나 기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기 때

문이며, 특히 성공경험을 쌓아 나간 성공적인 최고경영자일수록 본

인이 그 동안 추구했던 방향성을 바꾸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로부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의 최고경영

자로서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새로운 변화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

는 합작투자방식(Joint Venture)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설 1. 최고경영자로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Greenfield/M&A 보다

는 JV를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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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정 기능에서의 근속년수는 Rodenbach & Brettel(2012)의 

구분에 따라 생산, 생산관리, 재무/회계, 프로세스 관리, 데이터 처

리, 정보시스템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과정지향적 기능경험

-Throughput Functional Experience'과 영업/마케팅, 제품 R&D, 

신제품/신사업개발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결과지향적 기능경험

-Output Functional Experience'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과정지향적 기능경험은 업무의 개선과 운영효율

성에 대한 성향과 연관이 있으며(Herrmann & Datta, 2006; 

Hambrick & Mason, 1984), 결과지향적 기능경험은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연관한 혁신과 전략, 기회탐색에 대한 선호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Herrmann & Datta, 2006). 

  앞서 해외진입방식 대안별 특징(Herrmann & Datta, 2006)에서 

살펴본 바대로라면, 결과지향적 기능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경영자

는 그렇지 않은 경영자에 비해 진입 초반 리스크는 크지만 기대수

익이 큰 단독투자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주도적으로 

소유권과 통제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인수 및 Greenfield 투자 방식

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가설 2. 결과지향적 기능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는 JV보다 

Greenfield/M&A를 선호할 것이다.

  Herrmann & Datta(2006)에 의하면, 해외경험이 부족한 최고경영

진은 해당 국가의 환경과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안을 찾는다. 그에 비해 해외

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 주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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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체류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해

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음에 따

라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다(Tihanyi,  

Griffith, & Russell, 2005).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본인의 

해외관련 지식과 경험을 차별적인 역량으로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

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Herrmann & Datta(2006)가 분석한 해외진입방식의 차이에

서 보았듯이 통제여부, 위험수준, 자원필요수준, 정보필요수준 등에 

있어 합작투자에 비해 인수 및 Greenfield 투자가 위험하고, 더 많

은 자원과 정보가 소요되지만, 통제권을 가져 올 수 있고 그에 따라 

간섭 없이 최고경영자 본인의 차별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리적 추론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부

임하기 전에 해외에서 교육받거나 직무경험을 쌓은 경영자는 주도

적인 Greenfield와 M&A, 즉 단독투자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가설 3. 최고경영자로 부임 전 해외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는 JV

보다 Greenfield/M&A를 선호할 것이다.

  최고경영자는 동기만으로 전략을 선택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자유재량(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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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이라고 한다(Hambrick & Finkelstein, 1987). 이는 좀

더 많은 재량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는 다양한 형태로 행동할 수 있

으며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철순, 유진탁(1999)은 자유재량

의 개념을 Upper Echelon Theory와 연계하여 최고경영자의 자유재

량이 높을수록 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자유재량과 관련한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근

속년수와 기업전략 및 성과의 연관성, 그리고 산업별 자유재량의 정

도에 따라 이 연관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연구(Finkelstein 

& Hambrick, 1990)와 Finkelstein(1992)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을 

소유권, 명성, 전문성, 구조적 영향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

다.  전략의 선호나 위험의 감수도와 지분률로 대변되는 소유권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anders & 

Carpenter, 1998; Denis & Sarin, 1999), 박철순, 유진탁(1999)은 

‘소유권 파워’가 곧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분’과 ‘창업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소유권 파워가 커질수록 전략의 실

행이 수월해지므로 소유권 파워는 전략의 실행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너 경영자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실 상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합치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Davis, Schoorman, & Donaldson(1997)는 오너 

경영자는 조직의 성과 달성에 더욱 만족을 느끼고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청지기(Steward)'라 불렀

다.  ’청지기‘ 경영자는 대리인(agent) 경영자와는 달리 조직의 이익

과 자신의 이익이 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내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

화하려는 욕구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신뢰 등의 가치들과 상쇄

된다고 언급된다. 청지기로서의 오너 경영자와 대리인으로서의 전문

경영인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동기 측면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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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데, 오너 경영자가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나아가 장기적 성과를 창출하고 자기잠재력을 실행하려고 하는 반

면 대리인으로서의 전문 경영인은 전형적인 ’경제적 인간‘으로 단기

적 성과와 개인의 이기적 성향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

편, 오너 창업자로부터 기존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2세 오너 경영

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우선 일정 기간 동안 

더 나은 성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Herrmann & Datta, 

2002), 아직 남아 있는 창업 세대의 임원진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Ballinger & Schoorman, 2007; 박기준 

& 이춘우, 2011). 또한 따라서 같은 오너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창

업자와 승계자는 경험의 길이, 전공, 기능경험, 해외 경험 등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송기철,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고경영자 유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오너기업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창업자’, ‘승계자’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오너 특성’으로 

칭한다. 언급된 두 가지 가설의 배경을 고려하면, 대체로 ‘창업자’들

은 ‘승계자’들에 비해 최고경영자로서의 재직년수가 유의미하게 길 

것이며, 기능경험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경험은 승계자 쪽이 

유의미하게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앞서 언급한 재직년수 길이, 해외경험 유무에 대한 논리에 의거하

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4. 창업자가 승계자에 비해 Greenfield와 M&A에 비해 JV를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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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설들을 종합한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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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연구대상의 정의, 자료수집 및 표본

  1. 연구대상의 정의

  중견기업의 개념은 2011년 『산업발전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중견기업’의 도입은 생소하였다. 당시 도입의 

취지는 견실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하여 일정 규모와 전문성

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도약토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2014년 1

월,『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다3).

  국내 중견기업은 수출규모로 2015년 기준 약 928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명목 GDP 기준으로 국내 총수출 5267만 5700만 달러4)

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국내 중견기업의 업체 수는 3558개로 

전체 기업의 약 0.1%에 불과하나 고용은 약7%(115만 3000명), 매

출은 약 14.5%(620조 4000억 원)를 차지할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간극을 메우며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5).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

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비의 확충, 정부연구개발 예산 내 중소/

중견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 전용 인수합병 펀드를 조

3)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2017

4)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자료

5)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맞춤정책 필요”, 머니투데이,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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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적용하기로 하는 등, 다

양한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견

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기업집단이 아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공

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의 피출자 기업(주식 30% 기준)이 아니어야 하며, 관계기

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산업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7). 해당 기준은 『중견기업 성장 촉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연구원의 연구데이터 2015년 중견기업 목

록 중 중견기업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

며, 그 중 최고경영자의 구분 정보가 ‘창업자’와 ‘승계자’, 즉 오너 

경영자인 경우만을 한정지어 정리하였다. 해당 결과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중견기업의 기준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표본

  실증 분석을 위한 초기 표본은 중견기업연구원의 2015년 중견기

업 목록 중 중견기업으로 확정 판정을 받은 3558개 기업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중, 2015년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

(KOSDAQ)에 등록되어 있으며, 산업분류 상, 제조업에 해당 하는 

6) “중소 중견기업 ‘전폭 지원’...민간 일자리 70만개 창출”, 한겨레, 2017.05.14

7) 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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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61개를 선별하였다. 최고경영진은 해외법인 설립 또는 진출 

당시 사업보고서에 최종 서명한 인사로 판단하였다. 우선 선별된 기

업들의 최고경영자 유형을 판별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창업

자’, ‘승계자’가 2015년 현재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해당되는 기업들 중,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

소한 1개의 해외법인이 기간 내 신규설립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경

우만을 한정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 중 연구기간 내 해외진출 시점 

당시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9

개 중견기업의 213개의 해외진출사례(Winsorize 기법으로 극단값 

보정한 최종샘플수)를 자료로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중, 해당 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기업

연혁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사의 사업보

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KISLINE과 KISVALUE-III를 활용하였다. 

  최고경영진의 특성 요소로서 재직년수, 기능근속년수는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DB인 TS-2000, 상장회사 경영인 인명록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인스닷컴, 

매경닷컴에서 제공하는 인명록을 활용하였다. 

  해당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은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연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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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 시에는 모든 독립변수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본

만을 활용하였다. 즉, 변수 값이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는 표본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상 기업의 해외투자 진입방식이다. 기존 

연구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외투자 진입방식 중, 합작투자인 경우

와 단독투자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이동현, 박종훈, & 조광모, 

2016; Chang & Rosenzweig, 2001). 단독투자의 경우 설립 당시 

지분률이 95% 이상인 경우로 법인을 신설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지었으며, 합작투자인 경우 투자 당시 지분률

이 그 이하인 경우로 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명목척도로 단독투자의 

경우 1, 합작투자인 경우 0으로 표시하였다. 표본들 중 다수의 회사

들이 복수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구 기간인 2005년부

터 2015년 내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준에 만족하는 해

외법인만 개별 샘플로 우선 분류하였다. 해외진출에 대한 의사결정

은 당해년도에 내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외법인의 설립년도-1)년에 사업보고서 상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인사를 유의한 최고경영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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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최고경영자로서 재직년수

  

  최고경영자로서의 재직년수의 측정은 최고경영자의 인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의거한다(Herrmann & Datta, 2002; 

2006). 최고경영자로서 재직년수는 최고경영자가 된 이후로 몇 년

이나 근무했느냐로 정의한다. 단 해당 재직년수는 최고경영자가 부

임한 이후, 샘플로서의 (해외법인의 설립년도-1)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 상, 최고경영자의 경험이 전략적 선

택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전제에 따라 최고경영자 부임 이후 일정

년수가 경과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투자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부임 이후부터 (해외법인의 설립년도

-1)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적용하였다.

(2) 기능경험

  최고경영자의 기능경험은 앞서 살펴 본 이전 연구의 구분에 따라 

생산, 생산관리, 재무/회계, 프로세스 관리, 데이터 처리, 정보시스템 

등의 기능에서 근무했을 경우, ‘과정지향적 기능경험-Throughput 

Functional Experience'으로 분류하고, 영업/마케팅, 제품 R&D, 신

제품/신사업개발, 기획 등의 기능에서 근무했을 경우, ’결과지향적 

기능경험-Output Functional Experience'으로 간주한다(Herrmann 

& Datt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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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부임하기 전년도까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그 중 가장 길게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명목변수로 

측정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로 부임하기 전까지 가장 긴 경력이 과

정지향적 기능경험인 경우 0, 결과지향적 기능경험인 경우 1로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사업보고서에 명기된 경영자의 약

력 또는 TS-2000에서 확인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되, 내용이 부족

한 경우 인명록을 참조하였다. 

(3) 부임 전 해외경험

  최고경영자의 부임 전 해외경험의 경우 Herrmann & 

Datta(2002)의 이전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자의 부임 이전 

해외 직무경험과 교육기간을 합산하여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인 중견기업 수준의 회사들이 제공하는 정

보의 한계로 부임 이전의 해외 직무경험과 교육경험의 여부만을 가

지고 판단하였다. 

  즉 부임 이전 경력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에

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해외경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임 

시점은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 이전 시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부임 전 해외경험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를 1로 하여 명목척도

로 측정하였다.

(4) 오너 특성

최고경영자의 오너 특성은 경영자의 자유재량(Hambr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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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elstein, 1987)의 일환으로 소유권 파워(Finkelstein, 1992; 박

철순, 유진탁, 1999)의 개념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창업자’, ‘승계

자’로 나누어 이를 ‘오너 특성’으로 정의하고 각각 (해외법인의 설립

년도-1)의 대표이사 명을 기준으로 하여 창업자인 경우 0, 승계자

인 경우 1로 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중견기업연

구원의 데이터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2015년 이전의 내용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 여부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확인이 어려운 경

우, 신문기사, 인명록 등을 대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누락되는 경우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3.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로서 재직년수, 기능경험, 해외경험, 오너 

특성 이외에 종속변수인 해외진입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을 통제하기 위해 진출국가의 중국 여부, 진출 국가의 GDP, 모기

업의 매출액, 모기업의 자산수익률, 모기업의 부채비율, 모기업의 연

구개발집중도, 모기업의 기업연령, 진출국가, 연도, 산업을 통제변수

로 삼았다.

  

  진출 대상 국가 중 중국의 경우, 최근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외상

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여 특정 산업의 경우, 진출이 금지되거나 

진출을 하더라도 진출방식과 지분율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8). 물

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진출방식과 지분율을 규제하는 산업

은 대부분 기술적 파급효과가 중대하게 크거나 규모의 경제가 있는 

8)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 수은해외경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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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계열이나 IT 등 고급 기술 기반 산업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

에서 주로 다룬 중견기업들이 속한 산업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앞

선 사례에서 다룬 자동차부품산업 소속 기업들의 경우, 완성차 업체

인 현대자동차가 아직도 지분율 제한 업종에 속해 있는데 반해(이

장로, 이재혁, 박지훈, & 김소연, 2007) 진출방식 선택에 법적인 제

약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진출 국가가 중국일 

경우 1, 나머지일 경우 0으로 구분하여 통제하여 엄정함을 더 하였

다(이동현, 박종훈 & 조광모, 2016). 또한 진출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더 해당 국가로 진

입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해외법인의 설립년도-1)과 (해외법인의 설립

년도)의 평균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측정하여 통제하였다(이동

현, 박종훈, & 조광모, 2016)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운영이 체계화되며, 이에 

따라 업무의 체계성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외직접투자 진

입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설

립년도-1)과 (해외법인의 설립년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Herrmann & Datta, 2002; 이동현, 박종훈, 조광

모, 2016). 또한 자산수익률이 좋은 기업의 경우 나쁜 기업에 비해 

자원의 가용여부가 유연하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같이 대규모의 경

영자원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동

현, 박종훈, & 조광모, 2016). 자산수익률은 기업의 총자산을 순이

익으로 나눈 값으로 도출했으며 진출의사결정 시기 즉, (해외법인의 

설립년도-1)과 실제 진출시기(해외법인의 설립년도)의 값을 모두 

통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부채상환

의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 비해서 대규모



- 37 -

의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을 고려하여 진출의사결정 시기 즉, (해외법

인의 설립년도-1)과 실제 진출시기(해외법인의 설립년도)의 값을 

모두 통제하였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Lin, Cheng, & Liu, 2009). 

  기존 연구에서 연구개발집중도는 기업의 국제화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Kotabe, Srinivasan, & Aulakh, 2002). 연구개발

집중도는 해당 해의 연구개발비용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해당 기업에서 무형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당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Core Competence가 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출의사결정 시

기 즉, (해외법인의 설립년도-1)과 실제 진출시기(해외법인의 설립

년도)의 값을 도출하여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이 오래될수록 변

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Bouquet, Morrison, & 

Birkinshaw, 2009) 기업의 창립년도부터의 기업 연령을 계산하여 

측정하여(Barkema & Shvykov, 2007)이를 통제하였다.

  산업별로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더

미를 통제하였으며, 산업별 효과의 통제를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산

업분류 코드 10차의 중분류와 소분류를 활용하였다. 또한 특정 연도

에 발생한 이슈, 경기의 변동 등을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로 통제

하였다. (이동현, 박종훈, 조광모, 2016) 한편 중국 이외의 국가라

고 할지라도 국가별로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

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진입국가더미를 통제한 결과를 별도로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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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해외진입방식, 즉 종속변수가 단독투자, 합작투자로 명목척도이며, 

독립변수가 비율척도와 명목척도가 공히 있으므로 이전 연구의 방

식을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Herrmann & Datta, 2002)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시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변수의 상 하위 

1%를 Winsorize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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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국가

(n=35)

해외직접투자유형 합계 비율(%)

합작투자 단독투자

UAE 0 1 1 0.47

네덜란드 1 0 1 0.47

뉴질랜드 1 1 2 0.94

대만 4 2 6 2.82

독일 5 1 6 2.82

러시아 2 0 2 0.94

말레이시아 1 2 3 1.41

멕시코 4 2 6 2.82

몽골 0 1 1 0.47

미국 18 12 30 14.08

미얀마 1 0 1 0.47

방글라데시 1 0 1 0.47

베트남 25 6 31 14.55

북한 3 0 3 1.41

브라질 3 3 6 2.82

사우디아라비아 0 1 1 0.47

스위스 0 1 1 0.47

스페인 0 1 1 0.47

싱가폴 3 0 3 1.41

알제리 0 1 1 0.47

영국 3 0 3 1.41

영국제도 0 1 1 0.47

오스트리아 1 0 1 0.47

우즈벡 1 0 1 0.47

이집트 0 1 1 0.47

인도 3 0 3 1.41

인도네시아 3 0 3 1.41

일본 3 8 11 5.16

중국 50 17 67 31.46

제 4장. 연구의 결과와 해석

[표 2]는 표본들의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의 순으로 해외진출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합작투자(JV)가 단독투자(Greenfield 투자와 M&A)보다 7:3의 비

율로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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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1 0 1 0.47

캐나다 0 2 2 0.94

태국 1 0 1 0.47

터키 1 0 1 0.47

필리핀 2 1 3 1.41

홍콩 4 3 7 3.29

합계 145 68 213 100%

비율(%) 68.08 31.92 　 　

[표 2] 표본들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3]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

  [표 3]은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이며, [표 4]는 변수

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투자구분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연

구개발비 집중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 중, 최고경영자로서의 재직년수가 늘어날수록 부임

전 해외경험이 (-)로, 승계자 여부가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앞서 설명한 창업자, 승계자 간 해외경험과 재직년수의 차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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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3이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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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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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고경영자 특성과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 선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

  [표 5]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재직년수, 기능경험, 해외경험, 오너 

특성)이 해외진입방식(합작투자, 단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수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이다. [표 5]의 (모델 1)은 최

고경영자로서 재직년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연구개발 집중

도(t-1) 변수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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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델 2)는 최고경영자의 기능경험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이 역시 연구개발 집중도(t-1) 변수(p<0.1)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3)은 부임 전 해외경험과 통

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1)가 나타났

다. 즉. 부임 전 해외경험이 있는 최고경영자 일수록 단독투자를 선

호한다는 [가설 3]을 지지한다. 이 결과의 오즈비(odd-ratio)는 

2.6671로 해외경험이 있을 때, 단독투자의 확률이 합작투자의 확률

에 비해 2.67배 높다고 볼 수 있다. (모델 4)는 오너 특성(승계자 

여부)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연구개발 집중도(t-1) 변수

(p<0.1)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

델 5)는 모든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모델로 모델 3의 

결과와 같이 부임 전 해외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p<0.1)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의 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한다는 [가설 3]을 지지

한다. 이 결과의 오즈비(odd-ratio)는 2.7593으로 해외경험이 있을 

때, 단독투자의 확률이 합작투자의 확률에 비해 2.76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임 전 해외경험이 있는 최고경영자 일수록 단독투자

를 선호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도출한 4가지의 가설 중, 1개의 가설 

즉, 최고경영자의 부임 전 해외경험이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Greenfield와 M&A를 JV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만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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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고경영자 특성과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 선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

  [표 6]은 [표 5]에서 수행하였던 로지스틱회귀분석에 통제변수로 

진입국가더미를 더하여 진입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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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결과이다. 모델들은 이전 분석과 동일하며, 분석결과 (모델 3)

에서 부임 전 해외경험이 투자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이전 분석과 동

일하게 해외경험이 있을수록 Greenfield와 M&A등 단독투자를 합작

투자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한다

는 [가설 3]을 지지한다. 이 결과의 오즈비(odd-ratio)는 3.9550로 

해외경험이 있을 때, 단독투자의 확률이 합작투자의 확률에 비해 

3.96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경향은 (모델 5), 즉 모든 독립변수

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나타나며, 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한다는 [가설 3]을 지지

한다. 이 결과의 오즈비(odd-ratio)는 4.9579로 해외경험이 있을 

때, 단독투자의 확률이 합작투자의 확률에 비해 4.96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부임 전 해외경험이 해외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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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기여와 한계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들과 해외직접투자 

진입방식 선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서만 진행되어 다소 일관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들과는 달리 

경영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투

자가 예상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결정 기제보다 

최고경영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들 

중 오너 기업들만을 다룸으로써 청지기 이론에 의거하여 전문경영

인에 비해 비교적 순수하게 기업의 중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둔 의

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오너 경영자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주요한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 

  대략적인 경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지방 오너 소유 중견기업 2개

의 사례를 우선 검토해 보았다. 해당 사례들로부터 중견기업에게 해

외진출이라는 것은 회사의 역사와 사서에 수차례 다루어질 만큼 매

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이며,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면서도 회사

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고뇌하는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2개의 사례에 불과하였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최고경영자들의 학력, 전공, 나이, 재직년수, 중점 기능, 과거 경험 

등이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고 해당 ‘관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당 사례에서 나타

나는 2세 경영자, 즉 승계자들은 창업 경영자와 과거 경험, 교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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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해외 경험 등에 있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의

사결정을 함에 있어 선대와 어떠한 경향 차이를 보이는지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은 최고경영자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재직년수가 길수록 단독투자(Greenfield, M&A)보다는 합작투자

(JV)를 선호할 것, 최고경영자가 결과중심적 기능경험을 보유할수

록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 최고경영자의 부임 전 해외경험이 있을수

록 단독투자 선호할 것, 오너 특성(승계자일수록)과 단독투자를 선

호할 것 등 총 4가지였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그 중 최고경영자의 부임 전 해외경험이 있

으면 단독투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만 지지되었다. 즉 

최고경영자로 부임하기 이전 해외경험(교육, 직무)이 있으면 해외진

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미흡함, 프로세스의 난점 등을 스스로

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

직접투자 진입방식 중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에 비해 투자비용도 대

체로 큰 편이며 실패할 경우의 손실도 큰 하이 리스크의 의사결정

이다. 그러나 내부 기술의 유출, 파트너사와의 갈등 등 합작투자를 

진행했을 때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으며, 단독 진입이 성공할 경

우, 지분을 나누어 가진 파트너사와 이익을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하이 리턴의 의사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외경

험을 통해 정보와 문화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진 

최고경영자는 단독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기여는 우선 기존 Upper Echelons Theory 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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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나란히, 최고경영자가 가진 경험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점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확인하였다는 데 있

다. 다만 분석결과가 말해주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는 다소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 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견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앞으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

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각고로 노력하였으나 중견

기업이 보유하거나 노출하고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수집이 쉽지 

않았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개인 특징들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부

분적으로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양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

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개인 특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여러 이전 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하

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을 제조업에 속한 중견기

업들 중에서도 오너 기업들로만 한정지음으로써 대상이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협소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또는 중견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규모가 큰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진입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다를 수 있

다는 원인을 이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경험적인 특징으로 변수화 할 수 있는 부분

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

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최고경영자의 다양한 경험적 특성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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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한 하나의 ‘자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모

델에서 다룬 내용 이상의 입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단순화된 본 연구모델

에 비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체적인 ‘자아’나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학적 접근 등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개

인 특징, 경험적 변수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경영 일선에서 보여 

온 다양한 태도, 의사결정, 이와 관련한 이벤트, 그 내용의 일관성 

등 longitudinal한 측면이 전술한 입체적인 ‘자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통계학적 접근 이외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변

수들을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통제 못한 변수들이 있으며, 그에 따

라 추후 연구에는 보다 더 통제변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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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EO's experience on international

entry mode choice: The mid-size family owned

fi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experiences

of CEO influence the entry mod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revious researches on firms with a certain size or more, we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the bounded rationality of owner

CEO of mid-size family owned firms and their major

management decisions.

In this paper, the experiences of the CEO are defined as the

years of service as CEO, function experienc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founder / successor, respectively. And that they

would prefer a joint venture of the case of increment of years

of service as CEO and of case of founder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y would prefer a greenfield investment or M&A

of the case of the output-driven function experience and of the

case of international experience, respectively.

Analysis of 213 foreign direct investment data of 79 domestic

mid-size firms from 2005 to 2015 shows that CEOs with

international experience prefer greenfield investment or M&A

investment than joint ven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at the results of the Upper

Echelon Theory are a part of the domestic cases, especially of

mid-size firms' context.

Key words : Upper Echelon, Owner CEO, Experience

of CEO, En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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