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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벌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벌 규모와 사업영역도 급속히 확대되

었다. 그런데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에 따른 고도성장기가 지나간 

2000년대 이후에도 재벌들의 외형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1970년대 이후 재벌의 주력 업종으로 자리잡

았던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분야로의 사업영역 진출이 활발히 일

어나고 있다. 

재벌의 팽창은 한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재

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경제력집중이 우려되

고 있다. 재벌의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시각 역시 크게 엇갈린다.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경영 전략, 범위의 경

제(economies of scope)나 내부 시장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달성, 

위험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차원 등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한다. 그

러나 1980년대 많은 실증연구들이 다각화, 특히 비관련다각화가 기

업가치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

고, 주로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대리인의 사적 이익 추구 동기 때

문에 비합리적 수준의 과잉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

기되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다각화의 관

계가 주로 문제가 된다.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출자하여 계열사

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이용하여 상당한 

사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주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각화 관련 연구들은 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재벌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그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한국 재벌의 비

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일 것이라는 가설

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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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4장에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출자총액제한제

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계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제도가 존속했던 기간 동안 재

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지수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제도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관련다각화를 추진해왔음을 의

미하며, 재벌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은 재벌의 과도

한 문어발식 사업확장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재벌

이 새로 설립한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

록 소속 재벌의 주력 업종이 아닌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였을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주력 업종을 매출

액 기준과 업종의 성격(사업 서비스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각

각 분석해 보았으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에 많은 지분을 출자하는 이유가 터널링

이 아니라 risk taking 동기 때문일 수 있다는 대립 가설도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신설 기업이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 

수준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어 이러한 

대립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총

수일가가 신설 계열사들을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시키고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제6장에서는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로 일감몰아

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총 매출액 중 내부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

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비주력 업종을 영위

하는 신설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신설 계열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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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경제적 유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재벌의 다각화 동기에 관

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재벌의 지나친 팽창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도

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증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재벌, 비주력 업종, 다각화, 비관련다각화, 총수일가, 터널링,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학  번: 2014-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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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벌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벌들의 규모와 사업영역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1970년 전후로 10개 내외의 계열사를 가졌던 재벌들(

현대, 삼성 등)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이르러 많게는 6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규모로 성장하였다(최정표, 2014).  

그런데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에 따른 고도성장기가 지나간 

2000년대 이후에도 재벌들의 외형 확장은 계속되었다. 자산총액 기

준 30위 이내에 속한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1년 588개에서 

2018년 1,085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영위 업종의 변화를 살

펴보면 1970년대 이후 재벌들이 주력 업종으로 삼았던 제조업은 

2001년 171개에서 2018년 243개로 약 1.4배 증가한 반면 금융업

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7배, 도∙소매업은 약 2.1배, 운수업 약 2.2

배, 전문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약 3.6배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

성정책 하에 재벌의 주력 업종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

으로 전환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제조업 분야로의 사업영

역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벌의 이 같은 성장은 한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지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경제력집중이 우려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1. 재벌의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시각 역시 

크게 엇갈린다.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성장

                                           

1 2017년 말 기준 5대 재벌(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에스케이, 엘지, 롯데)

의 자산총액(공정자산)의 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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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찾으려는 경영전략으로 이해된다. 다각화를 통해 내부 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누리

거나 미성숙한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을 내부시장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각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업 다각화의 적정한 범위에 관한 논쟁

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많은 실증연구들이 다각화, 특히 비관련다

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주로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대리인의 사적 이익 추구 동기 때문에 비합리적 수준의 과잉 다각

화가 이루어져 기업가치 또는 경영성과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다각화가 관심의 

대상이나 한국적 맥락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다각화의 관

계가 주로 문제가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출자한 신설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2되거나 그 결과 계열사들의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로 이전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조영곤·김주태, 2010). 이 밖에

도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출자하여 새로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이용하여 상당한 사익을 취한 

사례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주 보고되고 있다. 

재벌의 다각화는 산업 내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즉, 재벌 계열사가 특정 업종에 진출한 경우 기업집단 

차원의 일감몰아주기나 그 밖의 지원 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 업체나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 시장에

서 퇴출되거나 시장에 진입장벽이 생기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위평량, 2018).  

그러나 기존의 다각화 관련 연구들은 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다각화와 대리

                                           

2 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24. 의결 제2007-504호, 사건번호 2007조

사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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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나 소유지

배괴리도를 이용하여 다각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연구들이 재

벌이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주요 동기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재벌 계열사들이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터널링(tunneling)3을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

해 기존 연구들은 재벌들이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목적과 총수

일가가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파

악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일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집

단의 구조를 결정짓는 총수일가의 의사 결정을 분석한 연구로 

Almeida, Park, Subrahmanyam & Wolfenzon(2011)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편입된 기업의 편입 전 수익성이 기업집

단 내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

한 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은 터널링 때문이 아니라 인수자금 확

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거 수익성이 높았던 기업에는 총수일가

가 직접 출자하고 수익성이 낮았던 경우에는 계열사 출자를 이용하

기 위하여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시키는 총수일가의 선택에 따른 결

과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Almeida et al.(2011)과 마찬가지로 기업집단의 형태

                                           
3 터널링(tunneling)이란 소유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

이 괴리된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권이 낮은 계열사로부터 소유권이 높은 계열사로 부(富)를 이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Johnson, La 

Porta, Lopez-de-Silanes & Shleifer, 2000).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가

진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적은 소유권으로도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많은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

리로 인해 지배주주는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신의 소유권

이 높은 상위 레벨의 회사로 부를 이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소수주주

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약할 경우 터널링은 더욱 빈번하게 나

타날 수 있다(Johnson et al., 2000; Riyanto & Toolsem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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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생 변수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만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변수 간 내생성을 통제한 후 총수일가의 실질지

분율과 비주력 업종을 영위 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재

벌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재벌이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하여 터널링을 할 목

적으로 비주력 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해왔을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국 재벌의 다각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와 1970년대에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개발 계획이 재벌의 사업영역 

팽창과 오늘날의 재벌 체제 구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장지상, 1996; 조동성, 1990; 최정표, 2014). 또 출자총

액제한제도처럼 1987년부터 공정거래법4에 도입된 경제력집중 규제 

정책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계열사 설립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최정표 2007; 홍명수, 2013).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일관되

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특히 혈연주

의 문화에 따른 경영권 승계 동기일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조동성, 1990; 조동성·이지환, 1993; 최정표, 2014).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

출을 설명하는 요인인지 검증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30위 이내의 

                                           

4  본 논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편의상 약칭인 

‘공정거래법’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5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다(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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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회귀분석들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

회가 ‘기업집단포털’6을 통해 제공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및 출자 구조 관련 자료들(기업집단 지정 현황, 소속회사 개요, 기

업집단 별 소속회사 소유지분구조현황, 소속회사간 주식보유현황)과 

KIS VALUE 및 KISLINE이 제공하는 기업 재무자료 및 기타 각종 

기업 관련 정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제공하는 

기업 공시자료들을 수집하여 데이터 셋(data set)을 구축한 후 회귀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인 출자총액제

한제도와 지주회사 제도의 변화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 변동 속에서도 재벌

들이 꾸준히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해 온 동기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규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 상관관계를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덧붙여 총수일가

가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가 터

널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위험을 부담(risk taking)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대립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끝으로 재벌 계열사의 비주

력 업종 영위 여부와 터널링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로 다른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

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총수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재벌의 다각화 동기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

출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루

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재벌의 지나친 팽창과 경제력집중 문제 

                                           

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집단정보포

털(OPNI, http://groupopni.ftc.go.kr)을 개편하여, 2018년 12월 ‘기업집

단포털’로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변경되었다(www.egro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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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적실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재벌의 다각화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적 맥

락에서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살펴본 후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한

다. 제3장에서는 분석 대상과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 주요 변수의 

조작화 등 연구 설계에 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총수일가가 재벌에 소속된 신설 기업들에 

대해 보유한 실질지분율이 해당 기업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립 가설을 검증한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논의에 이어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가 내부

거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

과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한 터널링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끝으

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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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제 1 절 기업집단의 구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재벌에 새로 편입되는 계열사의 소유구조와 영위 업종 간의 상

관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분석작업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내

생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과 계열사에 대한 출자 구조에 관한 지배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의 측면에

서 강형철·박경서·장하성(2008), Almeida & Wolfenzon(2006), 

Almeida et al.(2011) 등의 연구와 공통점을 갖는다. 재벌의 지배주

주는 새로 기업을 신설하거나 인수하면서 어떤 업종에 진출할지, 누

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로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피라미드(pyramid)의 형

태(강형철 외, 2008), 사업 영역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Almeida & Wolfenzon(2006)은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기업

이 수익성이 낮은 반면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담보 

가능한 현금흐름이 적은 경우 지배주주는 이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수평적인 구조에 위치시키기 보다는 피라미드 지배 구조 하에 위치

시킬 것이라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

다. 기존의 연구들은 피라미드 구조 하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낮

은 이유를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한 지배주주의 터널링이 야기한 결

과로 설명하였으나 이 연구는 터널링 가설이 설명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형철 외(2008)는 Almeida & Wolfenzon(2006)을 참고하여 

한국 재벌들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계열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

인이 무엇인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

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오래된 기업일수록, 상장회사일수록 피라미

드의 상단에 위치하며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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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위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 

위험이 큰 계열사는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시킴으로써 위험을 분산

시키려는 상호지원 가설도 지지 된다고 보고하였다.  

Almeida et al.(2011)은 기업집단으로 편입되기 전에 수익성이 

낮았던 기업들이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실

증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립 가설(터널링 때문에 피라

미드 하단에 위치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의 검증을 

통해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할수록 계열사의 수익성이 낮은 것은 담

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위치를 선택한데 따

른 것이지 터널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터널링 가설에 따르면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한 기업의 수익

성은 재벌 편입 이후 더 악화되며 하단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배당

을 적게 하는 등의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이와 같

은 터널링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새로운 계열사에 누가 얼마나 출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주주의 경제적 유인이 그러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런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정 업종의 비상장계열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사업기회를 제공하거

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비판7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8하

여 과세9나 입법(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10으로 대응해왔다. 이

                                           

7 MBC. 2011.04.04. “재벌,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8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내

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재산증식을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개연성

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서,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

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후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과 같은 특정 업

종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같은 업종과 회사를 집

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10.17 배포. ‘2011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9 조세일보. 2011.09.07. “일감 몰아줘 이득 얻은 기업 ‘세금’으로 다스린다” 

10 2014년 새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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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규 계열사에 대한 출자 방식과 계열사의 영

위 업종에 관한 지배주주의 결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계열사를 이용한 터널링이 재벌

의 피라미드 구조와 비주력 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팽창에 모두 영향

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증 연구

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제 2 절 재벌의 다각화에 관한 연구  

 

1. 다각화 동기 및 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동기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크게 

자원의 활용 관점(resource view), 시장지배력 관점(market-

power view), 대리인 관점(agency view)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정표∙이재기, 2002; Montgomery, 1994; Khanna & Yafeh, 2007). 

이 중 시장지배력 관점과 자원의 활용 관점은 다각화를 기업의 이

윤극대화나 자원 활용의 효율성 추구 차원에서 설명하는 반면 대리

인 관점은 기업 내 특정 주체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

업다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한다(장지상·하준·이근기, 2011; 

Montgomery, 1994).  

우선 자원 활용 관점은 기업이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다각화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Montgomery, 1994; 황인

학·최원락, 2014). 유휴 자원의 활용이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이상 기업은 다각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할 유인이 존재한다

(Penrose, 1959). 특히 유휴 자원이 그 기업에 특화된 것이어서 외

부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기업들은 

                                           

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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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를 선택할 유인이 있다(황인학·최원락, 2014; Montgomery, 

1994; Montgomery & Wernerfelt, 1988; Teece, 1982). 기업가의 

경영능력, 광고를 통해 쌓은 브랜드 이미지, 연구개발로 축적한 제

품개발역량, 계열사가 창출하여 형성된 내부자본 등이 대표적인 유

휴 자원으로 설명된다(장지상 외, 2011). 

전인우(1996)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0대 기업집단의 패

널자료를 분석하고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거래비용의 절감 등의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실증분석 결과

를 제시한 바 있다. 황인학·최원락(2014)은 기업집단의 광고 집약

도가 높고 유동 비율과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관련다각화가 촉진되

는 반면 연구개발집약도와 유동비율이 낮을수록 비관련다각화가 촉

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시장지배력 관점은 대기업이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 

상호 자제(mutual forbearance), 상호 구매(reciprocal buying) 등

을 통해 여러 사업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각화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어떤 사업분야에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 다각화를 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경우 이 기업은 

기존의 초과이윤을 활용하여 약탈적 가격을 설정(predatory 

pricing)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또 다각화된 기업들은 여러 시장에서 동일한 경쟁

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상호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지배력을 나

눠가질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방

의 물건을 서로 구매해주는 상호 호혜적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다각화된 기업의 시장력이 증대하고 단일 사업만 영위하는 기

업에 대하여 시장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장지상 외, 

2011; Bernheim & Whinston, 1990; Hill, 1985; Montgomery, 

1994). 이 관점에 따르면 대기업은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다각화

를 통해 획득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단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Montgomery, 1994).  

자원의 활용 관점과 시장지배력 관점은 기업의 다각화가 경영성

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구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원의 활용 관점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휴 자원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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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높아진다고 보는 반면 시장지배력 관점은 기존 사업 분야에서 

유지하던 시장지배력 때문에 다각화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가 이루

어진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황인학·최원락, 2014). 

대리인 관점은 1980년대 적정한 다각화 범위에 관한 논쟁이 전

개되면서 과잉 다각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주목받았다(Montgomery, 

1994). 대리인 관점은 경영자가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다각화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본

다(장지상 외, 2011; 황인학·최원락, 2014). 이 관점은 다각화가 

경영자의 사익은 증진시키지만 주주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

다고 본다는 점에서 자원의 활용 관점 및 시장지배력 관점과 차이

가 있다.  

대리인 관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경영인(전문경영인)에 대한 소유자(주주)의 견제가 어려운 상황에

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자신의 포트폴

리오 위험을 최소화하거나(Amihud & Lev, 1981), 혹은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누리는 개인적인 권력과 명성, 부와 같은 이익을 증가시

키거나(Jensen, 1986; Jensen & Murphy, 1990; Villalonga, 2004), 

경영자 자신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Shleifer & 

Vishny, 1989) 다각화를 추진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은 미국 등 서구 국가와 달리 기업집

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높은 한국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

주주 간 이해상충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나타날 개

연성이 높다(장지상 외, 2011). 재벌의 지배주주 또는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나 소유권은 그에 비해 적

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편익은 총수일가가 독

점하지만 비용은 주주들이 분담하기 때문에 총수일가는 설령 고비

용·고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제국을 건

설’(empire building)하거나, 자신의 경영능력 과시 또는 승계자로

서의 입지 강화, 사익 편취(터널링) 등을 하려는 유인을 가진다(장

세진, 2003; 장지상 외, 2011; 조동성, 이지환, 1993; Johnson et 

al.,2000; Johnson et a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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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관점 중 한국 재벌의 다각화 동기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자원의 활용 관점과 대리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의 소위 문어발식 다각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다각화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대리인 문제 측면에서 재벌의 

다각화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소유와 지배가 많이 괴리된 기업

일수록 다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맹회·

김병곤, 1999; 김동회·김동욱·김병곤, 2010; 장지상 외, 2011). 

김동회 외(2010)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비금융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다각화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구맹회·

김병곤(1999)은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낮을수록 다각화 수준이 높

아지고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다각화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들의 다각화 동기를 대리인 관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지상 외(2011)는 2001년부

터 2017년까지 19개 재벌(20대 기업집단 중 포스코 제외)을 분석

대상으로 다각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주주의 의

결권과 소유권의 차이(단순 괴리도)가 클수록 기업집단의 다각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거나

(2001년~2004년) 나타나지 않은(2005년~2007년) 관련 다각화 

지수와 달리 비관련다각화 지수는 전 분석 기간에 걸쳐 단순 괴리

도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장지

상 외(2011)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다각화가 주로 

비관련 부문으로의 다각화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11.  

이 밖에 개발도상국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다각화 기업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도적 불완전성에서 찾는 관점이 있다. 즉, 자본

시장 및 노동시장의 미성숙, 원료와 중간재 시장의 미발달, 재산권 

보호의 미흡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기업들이 내부 시

장을 통해 결핍된 자원과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각화가 

                                           

11 장지상 외(2011),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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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황인학, 1999; Chang & Choi, 1988; 

Khanna & Palepu, 2000; Khanna & Yafeh, 2007). 이 관점에 따르

면 기업집단이 다각화로부터 얻는 이익은 일정 수준이 지나 시장과 

제도가 발전하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시장에서의 거래비

용이 점점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하에 급속한 경제개발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재

벌의 다각화도 이 관점으로 설명 가능한 측면이 있다. 경공업을 영

위하던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중화학공

업으로 사업 범위를 급속히 확장하고 수출에 나서는 과정에서 필요

했던 자원들을 관련 시장의 미발달 때문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완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장세진, 2003; 조동성, 1990). 조

동성(1990)은 과거 엘지그룹의 다각화 배경에 대해 구자경 엘지그

룹 명예회장이 설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12 

“저희 부친과 저는 40년대 후반에 미용크림공장을 시작

했습니다. 당시에는 크림통에 맞는 적당한 품질의 플라

스틱 뚜껑을 공급해 줄 만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플라스틱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플라스틱 

사업으로 인해 또 정유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는데, 정

유 사업을 위해서는 수송선 선박회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유회사 하나만 해도 지불하는 보험료가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 총 수입액의 절반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하략)” 

그러나 이 관점은 과거에 비해 시장이 성숙하고 제도가 개선된 

현재에도 한국의 재벌들이 지속적으로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이 다수를 이루는 미국(최영문·권해숙, 2009)과 달리 다

각화가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가치 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실증 분석 결과는 분석 기간이나 분석 방법, 분석 대

                                           

12 조동성(1993),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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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성 등에 따라 엇갈리며 일관된 이론이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최영문·권해숙, 2009). 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전상경, 2003; 황인학·최

원락, 2014; 홍재범·황규승, 1997)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반혜정·라기례, 2012; 윤영섭·김성표, 

1999; 장지상·최현경·이근기, 2013; 최영문, 2007)도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다각화의 종류나 기업지배구조, 진출하는 사업 등에 따

라 다각화의 효과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반

혜정·라기례, 2012; 최영문, 2007; Bae, Kwon & Lee, 2011). 그리

고 다각화 수준과 기업가치가 비선형관계를 보이거나(김병곤·김동

욱, 2005; 김병곤·박상현·구맹회, 2001) 외환위기와 같은 일정 시

점을 기준으로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전

상경, 2003; 권택호·박진우, 2007).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교적 최

근의 연구들은 다각화, 특히 비관련다각화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홍재범·황규승(1997)은 204개 상장 제조업체에 대한 1986년

부터 199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기업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성과 성장

성이 증가하고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관련다각화가 관

련다각화에 비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하였다. 전상경(2003)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을 IMF 이전(1995,1996년)

과 이후(2000, 2001년)로 나눈 후 사업다각화와 기업집단 가치 간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집단의 규모를 통제하였을 때 

IMF 전후 모두 다각화 수준과 기업집단의 가치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집단 자체의 변화 효과

(within-effect)를 검토한 결과 IMF 이후 다각화수준이 높아진 기

업집단은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인학·최원락

(2014)이 2001~2012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해 전체 대기업집단과 

30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최소자승법(OLS)과 시스템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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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다각화가 기업집단의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반면 윤영섭·김성표(1999)는 상장된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베리-허핀달 지수로 측정한 다각화변수는 기업의 

초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각화정도가 클수록 그 가치 

손실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개별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각화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을 실증 분석한 최

영문(2007)은 과잉투자, 상호 보조,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다각

화가 전반적으로 기업가치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진

출산업이나 기업의 효율성에 따라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

과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순홍(2010)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비금융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각화 할인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하면 다각화 할

인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혜정·라기례(2012) 역시 다

각화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배구조가 다각화 

할인을 감소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지상 외

(2013)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다각화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수익성

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다각화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하였다. Bae at al.(2011)는 재벌기업의 비관련다각화는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련다각화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 

Khanna & Palepu(2000)와 마찬가지로 한국 재벌의 다각화 수

준과 기업가치 사이에도 비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다. 김병곤 외(2001)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상장기업들의 

다각화를 분석한 결과 다각화지수를 나타내는 베리-허핀달지수가 

0 ~ 0.25인 구간에서는 다각화 수준이 증가할 때 기업가치도 증가

하였고, 0.25를 넘어서면 다각화수준이 증가할 때 기업가치가 감소

                                           

13 패널데이터분석(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도 실시하였으나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온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황인학·최원락, 201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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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였다. 김병곤·김동욱(2005) 역시 다각화수준과 기업가치 

간 역 U자형 비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권택호

(2016)는 매출성장률이 낮은 기업에서는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에서는 다각화와 

기업가치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 기업

의 재무적 특성이 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측

면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의 재벌들은 다각화, 특히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을 꾸

준히 추진해왔다. 이는 미국의 복합기업들이 1980년대 초 핵심사업 

분야로의 집중이 보다 유리하다는 인식 하에 규모가 작은 전문화된 

기업으로 축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황인학·최원락, 2014)과 대조

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재벌의 행태는 앞서 살펴본 다각화 동

기에 관한 전통적 관점 중 총수일가 혹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

구 차원에서 과잉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대리인 관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재벌이 비주력 업종으로 계속하여 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골목 상권에 대한 

위협이 우려될 정도로 재벌의 다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점14, 총

수일가가 적은 보유지분으로도 기업집단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

는 점(장지상, 1996), 재벌의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문제,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 구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 이후 여

러 차례 변동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이하에

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14 연합뉴스. 2010.07.27.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 유통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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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요인 

1)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 

재벌이 다각화 구조를 갖추고 급속히 팽창하여 오늘날의 경제력

을 얻게 된 것은 1960~1970년대에 걸쳐 정부가 추진했던 중화학

공업육성정책 및 수출지원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장지상, 1996; 조동성, 1990; 최정표, 2014)15. 그러

나 1980년대에 이르러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198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규제 등과 같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16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확보

                                           

15 한국 재벌의 다각화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일련의 산업정책

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종합

무역상사 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재벌들은 정부가 선정한 전략 산업

에 진출하여 금융·조세 지원 등의 특혜를 받아 해당 업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장지상, 1996; 조동성, 1990; 최정

표, 201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정부가 전략 산업에 참여한 

재벌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정부가 인위

적으로 창출한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 정부 정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였

고, 이러한 지대 추구 결과 광범위한 다각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장지상, 

1996). 1980년대에는 과도한 중복·과잉 투자와 불황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정부의 최고결정자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소수 재벌들이 부실기업들을 인수하게 하면서 재벌 중심

의 경제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연구도 있다(최정표, 2014; 한국경제60

년사편찬위원회, 2010). 이와 같이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은 과거 60년대에

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설명하는 중대

한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석 기간은 200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논의의 흐름 상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 

16 최정표(2007)에 따르면 정부와 재계는 지주회사를 이용하면 사업 분리

나 통합이 쉬워져 재벌의 구조조정이 원활해지고, 기존에 회장비서실, 기조

실 등의 명칭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구조조정본부 역할을 지주회사가 

맡게 되어 구조조정본부의 역할이 정상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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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최정표, 

2007). 그러나 허용 이후 재벌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미미하자 

정부는 2007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행

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과거 경제개발기에는 정책 금융과 조세 

지원을 통해 재벌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했던 정부가 1980년대 이

후에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계열사의 출자와 소유지배구조에 직간

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정책도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

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하에서는 기업집단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

주회사 전환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고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계열사 출자를 이용한 재벌의 과도한 확장

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1987년 처음 시행되었다(최정표, 2007; 홍명수, 2013). 출자총액제

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시행 이후 기업인들에게 경

영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인식되어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몇 차례 확

대되다가 1998년 2월에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폐지 논의 당

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었고 

과거에 비해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 무분별하게 사업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 및 경영권 방어 필요성 등을 

폐지 근거로 내세웠다1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등 13인 

외 111인, 발의 연월일: 1998.0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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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지 1년 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

도를 폐지한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 사례는 없었던 반면 대규

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

적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켰다 18 . 당시 정부는 출자총액제

한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적대

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채비율을 감축

하기 위하여 주로 순환출자 형식으로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거

나 부실계열사를 지원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19 . 또한 1998년 

말 30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997년 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

이 기업매각이나 청산, 부채상환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결

과가 아니라 주로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의 유상증자 지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20.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 되던 당시에는 출자 한도가 기업 순

자산의 25% 였고, 유상증자와 담보권 실행, SOC, 기업구조조정, 외

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련 출자 등에 대해서는 출

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2009년에 다시 

폐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거치면서 예외 사

유와 적용 제외 사항들21이 계속 만들어졌다. 특히 2007년에는 자

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회사를 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자한도를 

                                           
18 연합뉴스. (1999.11.23.) “정무위, 재벌 출자총액제한 부활” 

1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1.02.26 배포.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4조원 내외로 추정’ 

20 연합뉴스. (1999.07.15.) <특집>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상) ‘현황과 

문제점’ 

21 김두진(2006)에 따르면 예외 사유와 적용 제외 사유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적용 제외 대상일 경우 소유

하고 있는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출자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자 한도액을 산정할 때 계입하지 않는다. 반

면 예외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지만 예외적

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출자 한도액 산정 시 계입한다는 차이점이 있

다(김두진, 2006, pp.133-134). 



20 

25%에서 40%로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었으며, 이 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견해

도 존재한다(위평량∙김우찬, 2011).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 강화를 명분22으로 

2009년 3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계속 요구23했던 점에 비

추어 보면 이 제도가 그만큼 재벌의 투자와 다각화를 상당 수준 억

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제외 대상이었기 때

문에 비관련 업종으로의 진출이 더 많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외 규정과 적용 제외 사항들을 두었기 때문

에 규제 자체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최정표, 2007; 

홍명수, 2013). 더욱이 법령상 ‘사업내용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비주력 업종은 주력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아 출자 금액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표 ２-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개정 시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1986.12.31 

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및 시행(1987.4.) 

- 적용 대상: 자산규모 4,000억 원 이상 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사 제외) 

- 타회사 출자한도: 순자산의 40% 

- 예외 인정: 산업합리화, 유상증자, 담보권 실행,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 일자: 

2009.03.03.) 참조 

23 연합뉴스. (1997.09.03).‘재계, 출자총액제한제도 점진적 폐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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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1992. 12.08 

법 개정 

예외인정 출자 확대 

-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 보유주식의 

평가액 증가로 인한 출자 증가 

1994.12.12 

법 개정 

타회사 출자한도: 순자산의 40%→ 25%  

예외인정기간 연장 

- 국제경쟁력 강화(업종전문화): 5년→7년 

- 유상증자: 1년→2년 / 순자산 감소: 1년→3년 

적용제외 회사 확대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영위 회사 

- 소유분산우량회사 

1998.02.24 

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1999.12.28 

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 2001.04.01)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

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예외인정: 유상증자, 담보권 실행, SOC, 기업구조

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관

련 출자 등 

2001.01.16 

법 개정 

예외인정대상 확대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출자 

2002.03.30 

시행령 개정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범위 변경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

업집단 

2004.12.31 

법 개정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6조원 이상 

- 4가지 졸업 제도 도입(①지배구조모범기업, ②지

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계열사간 

출자 단계가 2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④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

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배 이하인 기업집단) 

-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보완(남북교류사업·SOC

사업·기업도시시행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성장동력사업·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 

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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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2006.04.14 

시행령 개정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 보유 중인 구조조

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도 소유지배괴

리도 졸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4인 이상, 전원 사

외이사일 것→ 사외이사 3인 이상, 위원 총수의 

2/3이상이 사외일 것) 

2007.04.13 

법 개정 

적용 대상 축소:  

- 자산총액 6조원 이상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출자한도 상향: 순자산액의 25%에서 40%로 변

경 

예외 인정 회사 확대:  

- 외국인투자법인 출자 시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

터 5년 이내에만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요건 충

족 시 계속 적용 예외 

2007. 07.13 

시행령 개정 

적용대상 회사 축소:  

- 소속 모든 회사 →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로 변경 

2009.03.25 

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전적 총량 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

자유인을 높이고 시장참여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

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출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2012), 

pp.16-17; 최정표, 2007, p.65; 홍명수, 2013, pp.204-206를 재구성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주회사의 설립은 공정거래법 

1987년 제1차 개정 당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1999년 설

립을 허용하되 설립 신고주의와 지주회사 및 소속 회사에 주식의무

보유비율과 부채비율과 같은 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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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래 지주회사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여러 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증손 회사)들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

에 과도한 계열 확장과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어 1987년 대규모기

업집단 규제를 도입할 때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었다(최정

표, 2014). 그러나 일본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지주회

사 제도가 구조조정에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업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

책 전환이 이루어졌다(홍명수, 2006).  

 

[표 ２-2]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개정 시기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변동 사항 

1986.12.31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원칙적 금지 

1999.02.0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허용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마련 

- 2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이상 출자 금지 

-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 요건(비상장사 50%, 상

장사 30%) 

-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필요 

- 부채비율 제한(100%) 

- 금융∙비금융 동시 소유 금지 

2004.12.31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각종 유예기간 부여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2007.04.1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 부채비율 제한 상향 (100% → 200%)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 요건 완화(비

상장사 50%→40%, 상장사 30%→20%) 

-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무 유예기간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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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4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 폐지 

100% 증손 회사 제한적 허용 

합병∙분할에 따른 법 위반시 1년유예기간 부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

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면서 자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50%이상이면 지주

회사로 지정된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수단으

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둔 규정들로 인해 지주회

사로 지정되면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자회사

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하고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의 완화를 지

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정부는 2007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4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1999년 도입 당시에 비해 상당히 완

화하였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 하였어야 했

는데 규제 완화로 부채비율 한도가 200%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30%,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도 각각 20%와 40%로 완화되었

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100% 지분 보유 시 증손 회사도 거느릴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렇

듯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배 기준이 완화되면

                                           
24  정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외에 세법으

로도 지주회사 전환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새로 교환 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이연 해주는 혜택이 대

표적이다. 또한 지주회사가 일감몰아주기의 수혜 법인인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 손자회사 간 거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거래의 일정 비율을 일

감 몰아주기 매출 비율 계산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익

금불산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이 일

반회사보다 높아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일반회사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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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재벌의 수직∙수평적 확대 가능성이 높아

졌다(홍명수, 2013).  

1999년 지주회사 설립 허용 이후 몇 년 간 지주회사 설립과 전

환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 규제 완화 이후 지주회사의 수

가 급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22개(‘04.5.)→ 25개(’05.8월)→ 31개(’06.8월)→ 40개(’07.8월)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7년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이후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씨제이㈜, ㈜엘에스 등 25개사

가 지주회사로 신규전환하는 등 지주회사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25.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집단의 가치와 경영성과, 경영의 투명성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이

익 조정이 감소하고 회계 이익의 주가관련성이 제고되었다는 연구(

지현미 외, 2008)와, 지주회사 전환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가 다른 기업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정

도진, 2008).  

그러나 박종국 외(2011)는 지주회사 전환 후 나타나는 이익 조

정의 감소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 유리하게 주식교환을 하기 위

한 양(+)의 이익 조정에 대한 역전 현상일 뿐이며 회계 투명성 제

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김창수∙최효선(2012)도 지주회

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정

책목표와는 상반되게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주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

계투명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

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려되

어 왔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엇갈리고 있는 것이

다.  

                                           

25 공정거래위원회. 2008.10.31 배포 보도자료. ‘200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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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총수일가에게로 경영권

과 소유권이 더욱 집중되어 기업집단이 개인화 내지 사유화 되는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김동운, 2013; 최정표, 

2007). 또한 지주회사는 재벌의 계열 확장에 유리하며(최정표, 

2014) 자회사를 통한 집중적인 전문화와 더불어 비관련다각화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박태

진∙김선제, 2014).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

벌에서 일반 재벌에 비해 계열사 확대가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실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

태조사 결과 26에 따르면 전환 집단 지주회사 27는 자회사보다 손자 

회사나 증손 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회사의 자산총액이 해당 기

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소속회

사 수가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86.7%p 증가하였

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환 집단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수는 

2006년 9.8개였던 것이 2015년 10.5개로 7.1%p 증가한 반면, 손

자 회사는 2006년 6.0개에서 2015년 16.5개로 크게 증가

(175.0%p)한 것으로 나타나 전환 집단 지주회사가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크게 확대해 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행위 제

한이 완화된 후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이

며,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들은 주로 손자 회사와 증손 회사를 설

립∙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총수일가가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손쉽게 가공 

자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최정표, 2007) 상대적으로 적은 자

                                           

2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07.03 배포.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결과’ 

27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환 집단 지주회사’를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

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전환 집단)의 소유 구조상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라고 정의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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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도 더 많은 계열사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

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환 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55%로 나타나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 14.1%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리고 전환 

집단 지주회사가 소속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과 하는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

화 이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에서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혈연주의 문화와 승계 

한국 재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가족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

여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이 세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혈연주의 문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

다(최정표, 2014).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존재하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가족 중심의 기업 지배는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승계 단계에서 대다수의 기

업집단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되고 창업주의 가족 구성원들은 경

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가족 구성원이 상속받은 부를 가지고 이사회

나 재단의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은 총수일가가 핵심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핵심 기업이 나

머지 계열사들에 출자하여 거느리는 형태로 계속 성장해왔다(최정

표, 2014). 그리고 공익재단이나 사모사채, 기업공개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장세진, 2003) 2세나 3세

가 핵심기업의 지분을 상속하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사례들이 나타

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창업주인 이병철에서 3남인 이건희에게 경영

권이 승계되었고,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한솔그룹, 신세계그룹, 씨제

이그룹 등이 이건희가 아닌 다른 2세 및 3세에게 승계되었다.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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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현재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8 . 엘지그룹은 창업주인 구인회에서 장

남 구자경으로, 구자경에서 손자 구본무에게로 경영권이 승계되었으

며, 2018년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상무가 엘지그룹 회장에 

취임하였다. 현대그룹은 창업주인 정주영으로부터 2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으로 계열사들이 분리되었고 그 중 핵심 계열사였던 현대자

동차는 정몽구가 물려받았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2018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되

어 3세 경영 체제를 굳히고 있다29. 에스케이그룹은 창업주인 최종

건에서 동생 최종현을 거쳐 최종현의 장남인 최태원에게 경영권이 

승계되었다. 롯데그룹은 창업주 신격호로부터 차남인 신동빈으로 경

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소수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장세진, 2003; 조동성, 1990; 최정표, 2014). 

많은 연구들은 적은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혈족에게 승계해 주기 위하여 터널링을 이용하는 사례에 

관심을 가져왔다. 다수의 학자들은 많은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하여 신사업 진출이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였다고 보고 있다(곽관훈, 2015; 송옥렬, 2014; 신영

수, 2015; 안은정, 2012). 송옥렬(2014)은 재벌의 총수일가 2세가 

IT, 광고, 물류, 시설관리 등을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를 지배하면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관행화된 수준에 와있다고 보았다. 재벌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부문을 조정할 때 총수일가의 지분율

이 높은 회사에 전망이 좋은 사업을 배정하고 다른 계열사들이 유

                                           
28 파이낸셜뉴스. (2002.02.07). “재계 3~4세 경영 가속화”. 

29 연합뉴스, (2018. 12. 12.).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공고화…수석부

회장 취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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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총수일가에게로 부

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김건식 

외, 2013, pp.217-218; 김윤정, 2015, p.294에서 재인용)  

조영곤∙김주태(2010), 김윤정(2015) 등은 사례연구를 통해 재

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일가에 의한 회사기회유용과 터널

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지분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과 

정몽구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글로비스를 이용하였다

고 평가된다. 원래 현대자동차 실무진은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

자동차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통합물류회

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김윤정, 

2015). 그런데 2001년 2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각각 40%와 60%를 출자하여 글로비스를 설립하였다. 글

로비스는 그룹 내 물류 사업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설립 전부터 이

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조영곤∙김주태, 

2010). 실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준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글로비스의 총 매출에서 일감몰아주

기가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3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이후로도 글로비스는 내부

거래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정의선 부회장은 배당과 매

각, 상장을 통해 글로비스에 투자하였던 재산 가치를 약 3조 원 이

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31. 

Hwang & Kim(2016)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재벌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후계자가 지배주주가 되

는 승계 과정을 어떻게 재무적으로 지원해주며 피라미드형 소유지

                                           

30 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24. 의결 제2007-504호, 사건번호 2007조

사0845, p.74. 

31 한겨레. (2015.02.15). “정의선, 글로비스 1223배 차익ⵈ30억을 3조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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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 하에서 내부거래가 어떻게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후계자가 

지배주주가 된 기업들(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통제집단)

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matched) 방식으로 대응시킨 

후 고정효과를 반영한 DID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 후계자가 지배주주가 된 기업들은 내부거래를 하여 수익을 거

두었으며 이 수익으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계자가 아닌 다른 총수일가가 지

배주주인 기업들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서는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한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계열사들이 분리되어 세습되는 현상도 나타

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그룹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

터 2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제일제당을 핵심으로 하는 씨제이, 백

화점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계, 제지업 중심의 한솔그룹 

등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

룹,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케이씨씨그룹, 한라그룹 등으로 분리

되었다. 엘에스그룹은 엘지그룹의 창업주 구인회의 남동생 중 3명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던 엘지전선 관련 4개 회사가 2003년 엘지그룹

에서 분리하여 세워졌다. 엘지그룹은 본래 창업주인 구인회와 그의 

사돈인 허만정이 동업하면서 성장하였는데, 상속과정에서 허씨 일가

가 자신의 몫을 들고 분리하여 나오면서 2005년 지에스그룹이 설

립되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재벌의 승계 방식에 따라 다각화의 동

기와 형태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수일가 중 한 명

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부거래로 비상장 계열사들을 

성장시키려는 유인이 있다. 새로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기존에 있

던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매입하고 일감몰아

주기 등 내부거래로 성장시킨 후 배당이나 상장 후 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승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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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총수일가는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비상장 계열사

들을 선택하기 쉬워 이로 인해 전체 기업집단의 다각화 수준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분리형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

우 계열분리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비주력 업종으로의 다각화가 추

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열분리가 용이하도록 계열사들의 사업영

역이 겹치지 않게 업종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동성∙이지환(1993) 역

시 창업주의 혈족 집단과 기업 구성원, 기업 외부의 사회 구성원 등

과 같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승계 방식에 따라 

기업의 다각화전략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장남 등 1명

에게 모든 부를 승계하는 단독형 혈족 승계를 한 2세 경영자는 자

신의 경영권 승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

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

았다. 또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과 정부와의 유착관계 하에서 재

벌 간 경쟁 심리에 따른 무리한 외형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시

하였다. 반면 분리형 혈족 승계의 경우 그룹 총수로서의 지위는 직

계 후계자에게 물려주되 그의 직계 형제를 비롯한 주요 혈족들에게 

부분적인 경영권을 분배하는 것이 한국 재벌들의 일반적인 승계 방

식이며 이는 차후 기업집단의 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분리형 혈족 승계가능성이 높은 재벌은 비관련다각화 정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한국의 뿌리깊은 혈연주의 문화로 인해 나타

나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터널링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32 

제 3 절 연구문제의 설정 

 

다각화 동기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논의들과 실증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재벌이 비주력 업종으로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해 

온 것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경

영 전략으로 설명되는 측면도 있으나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중요한 설명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다각화, 특히 비

관련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실증 

연구들이 제시되고,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 운용 방식이 

변화한 후에는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참여하여 획득했던 경제적 

지대도 감소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를 추동하는 유인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한국 재벌의 경우 지배주주가 기업집단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

을 가지고 계열사의 설립과 인수, 합병, 사업영역 조정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유리

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경영권의 

승계 동기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 특유

의 요인일 수 있다는 점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벌의 다각화 동기를 대리인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다수의 선행 연

구들은 총수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다각화를 추

진하고 있음을 주로 소유지배괴리지표와 다각화 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김동회 외 2010; 장지상 외, 

2011). 그러나 단순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 승수 같은 지표와 다

각화 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점 만으로는 총수일가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간의 인과관계를 제

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으로 인해 

출자 구조가 복잡한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특성 상 다각화 지

수와 소유지배괴리지표 사이에는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와 터널링은 승

계와 같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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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즉 소유지배괴리지표와 다각화 간의 관계 

분석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대표적인 사적 이익 추구 행위와 

다각화 사이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비주력 업종으로의 

계열사 진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

수일가의 터널링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을 변수로 이용하는 한편,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 여부

와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재벌은 주로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이용하여 계열사

를 계속 늘렸기 때문에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해졌고 사업영역의 확

대에 따른 경제력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출

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규제

하고자 하였다. 특히 각 정책들은 도입 당시 재벌의 업종 또는 사업

영역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의 수직

적인 확장 뿐만 아니라 비주력 업종으로의 무분별한 진출 역시 억

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재

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 요인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요인들을 실

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기업집단 차원에서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친 효과를 분석

한다. 즉, 재벌 마다 얼마나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였는지를 나타내

는 비관련다각화지수를 측정한 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

환 제도가 이 지수에 미친 영향을 각각 살펴본다. 그 후 경영권 승

계 등과 같이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터널링과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총수일

가가 자신들의 실질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

시킬 확률이 높은지, 이러한 계열사로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

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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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새로 설립한 계열사를 분석 단위로 삼아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 여부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및 해당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

의 연구문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

관련다각화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해당 기업이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이 높다면, 이러

한 비주력 업종 영위 기업으로 다른 계열사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

기가 일어나고 있는가?(즉, 터널링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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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 설계 

 

제 1 절 분석 대상 및 자료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매년 4월 또는 5월(2017년부터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발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30위 이내 재벌과 그 소속회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금지, 출

자총액제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 관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해 왔다.  

1987년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이 시행

된 이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몇 차례 변경되었다. 또한 경

영실적 악화나 계열분리 등으로 자산 규모에 변동이 발생하여 매해 

연속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들이 존재한

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

정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30위 이내의 재벌로 분석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자료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재벌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재벌 및 

그 계열사로 한정하고 포스코나 에쓰오일처럼 동일인이 법인인 기

업집단이나 공기업집단과 그 계열사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재벌이라는 용어는 기업집단과 동일어가 아니며 기업집단보

다 가리키는 범위가 좁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맥락에 따

라 재벌 대신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소속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의 합으로 측정한 재벌의 규모를 통제 변

수 중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재벌의 규모’라는 용어 대

신 ‘기업집단의 규모’로 기재하였다. 이는 ‘기업집단의 규모’라는 

용어가 ‘개별 기업의 규모’와 구별되는 변수로서 문맥상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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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변화 

개정 시기 내용 

1987.04.0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4천 억원 이

상인 기업집단 

1993.02.20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순위가 30위 

이내인 기업집단 

1995.04.0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순위가 30위 

이내인 기업집단 중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32 을 제외

한 기업집단 

1999.03.31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순위가 30위 

이내인 기업집단(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제외 규정 삭

제) 

2002.03.30. 

시행령 개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5조 원 이상) 

2008. 6. 25. 

시행령 개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2016.09.29. 

시행령 개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

상인 기업집단 

2017.04.18. 

법 개정 

∙ 

2017.07.17. 

시행령 개정 

자산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 함. 

-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공시대상기

업집단으로 지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32 주식 소유의 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을 의미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4566호, 1995.4.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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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정보포털(OPNI)’33

을 통해 제공하는 기업집단 지정 현황과 소속회사 개요, 기업집단 

소유지분 구조 현황, 소속회사 간 주식 보유현황 등의 자료로부터 

재벌과 그 계열사들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분석 기간은 

연구문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 자료가 제공되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지정 연도 기준)이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

면 재벌에 소속된 기업들의 주주 중 총수일가와 계열사 등이 보유

한 주식 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계열사들의 대표적인 재무∙손익 정보(자산총액, 부채총액, 자

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영위 

업종과 업종 코드, 계열편입일과 설립일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제도의 변화와 재벌의 비관련다각

화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문제 1에서는 분석 기간을 각각 

2001년~2009년, 2006년~2018년으로 좁혀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분석에서는 2009년 3월에 동 제도가 공

정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한 기업집단 내에

서 지주회사 체제 내에 속한 계열사의 자산총액 비중이 50%를 넘

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지주회사 전환집단’이 2007년 이전에는 

1~2개에 불과하다가 2007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된 시

점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집

단 더미 변수의 변동성(variation)이 관측되는 2006년부터 2018년

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삼기로 한다. 

재벌 소속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공

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기업집단정보포털(OPNI)’의 ‘소속회사 

개요’에서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통

계청 고시로 지정되는 표준산업분류는 2008년 2월에 제9차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제8차 개정 분류로 

                                           

33 2018년 12월에‘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로 이름과 홈페이

지 주소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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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2001년~2008년까지의 자료와 2008년 이후의 자료 간 업

종 코드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연계 작업을 하

기 위하여 NICE 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KIS VALUE 자료를 참

고하였다. 우선 통계청이 작성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라 기업

집단 소속회사 개요에 기재된 제8차 개정 분류를 제9차 개정 분류

로 변환시켰다. 그러나 제9차 개정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 제8

차 개정 분류코드와 제9차 개정 분류코드가 1:1로 연계가 되지 않

는 경우34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주

력 업종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KIS VALUE 로부터 추출되는 해당 

계열사의 제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공시 자료 검토 결과 파악된 

주력 업종을 대조하여 양자가 일치할 경우 KIS VALUE대로 제9차 

개정 분류 코드를 부여하였다. 만일 해당 계열사가 외감 규모에 미

치지 못하여 KIS VALUE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집단 현

황공시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주력 업종으로 추정되는 

업종의 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정 기업집단 및 적용 면제 기업에 관한 정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로부터 획득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여러가지 적용 제외 규정과 

예외 규정들이 있었는데 기업집단 자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고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대상이지만 

소속 계열사 중에 적용이 면제되는 기업들도 존재하였다.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자료는 ‘기업집단정보포털(OPNI)’의 ‘지주회사 관련 

현황’의 설립/전환 신고 현황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에서 얻을 

수 있었다.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2010

                                           

34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과 환경 관련 산

업 등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한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

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분류가 이전 제8차 산업분류보다 세분

화 되었기 때문에 제8차 개정 분류와 1:1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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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1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

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열사 간 상품 ·용역 거래 매출

액과 매입액이 매트릭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각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거둔 내부거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 

 

제 2 절 비관련다각화 지수 및 비주력 업종 진출 더

미 변수의 측정 

 

 정부 정책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제4장에서는 기업집단 별로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측정하여 분석

에 사용한다. 비관련다각화 지수는 기업이나 기업집단이 얼마나 다

양한 업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는지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기

존의 다각화 관련 연구들이 고안하고 사용해온 개념이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분석 대상을 재벌에 소속된 개별 계열사들로 달리하여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 여부와 터널링 간의 관계를 분석

한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을 이용하여 터널링 목

적의 일감몰아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분석할 것이므로 

계열사가 주력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종으로 진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1. 기업집단 별 비관련다각화 지수의 측정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

수로는 베리-허핀달 지수(Berry-Herfindal Index)와 엔트로피 지

수(Entropy Measure)가 있다. 보다 손 쉬운 방법으로 다각화 정도

를 계열사의 수나 영위 업종의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나 이러한 방

식은 기업집단의 다각화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존

재하여 실증분석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기업집

단 내에 소속된 계열사들 간 규모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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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규모의 분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장지상 외, 2011; 황인

학∙최원락, 2014). 

베리-허핀달 지수는 특정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

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35으로(Berry, 1975), 기

업집단 전체의 다각화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를 기준으

로 지수를 산출하거나 업종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베

리-허핀달 지수는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액 합계와 업종별 개별 기

업들의 매출액을 알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동 지수는 기업의 다각화 정도를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

화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𝑝𝑖  값(𝑖업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민감

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복홍석, 2014).  

Jacquemin & Berry(1979)가 개발한 엔트로피 지수는 기업 또

는 기업집단의 매출총액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위 업종 

간의 관련성을 반영하여 다각화 정도를 추정한다(황인학∙최원락, 

2014). 엔트로피 지수의 장점은 업종 다각화를 관련다각화와 비관

련다각화로 분해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장지상 외, 2011; 복

홍석, 2014; 황인학∙최원락, 2014;).  

엔트로피지수는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2자리 산업분류)

에 속하는 소분류 업종(3자리 산업분류)이 동일하면 ‘관련 산업’으

로, 서로 다른 중분류 업종에 속하는 소분류 업종은 ‘비관련 산업’

으로 보고 지수를 계산한다(장지상 외 2011). 어떤 기업집단에 소

속된 계열회사들이 총 N개의 소분류 업종과 M개의 중분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N≥M),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 중에서 

중분류 업종인 𝑖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𝑠𝑖라고 하고, 𝑖업 

종 내에 속한 소분류 업종인 j 업종의 매출액이 기업집단의 총매출

                                           

35 

𝐵𝐻𝐼𝑖 = 1 −  ∑ 𝑝𝑖
2

𝑛

𝑖=1

 

단, 𝑝𝑖는 𝑖업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41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𝑠𝑗, 𝑖업종 내에서 j 업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𝑠𝑗𝑖라고 하면 관련다각화지수 DR과 비관련다각화지수 DU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𝐷𝑅 = ∑ 𝑠𝑖 ∑ 𝑠𝑗𝑖 𝑙𝑛 (
1

𝑠𝑗𝑖

)      ⋯ [수식 1]

𝑀

𝑖=1

 

𝐷𝑈 = ∑ 𝑠𝑖

𝑀

𝑖=1

𝑙𝑛 (
1

𝑠𝑖

)            ⋯ [수식 2] 

 

그리고 총다각화지수(E)는 관련다각화지수와 비관련다각화지수의 

합이다. 

E = 𝐷𝑅 + 𝐷𝑈      ⋯ [수식 3]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30대 이내 재벌

의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2001년

부터 2018년까지 재벌들의 비관련다각화지수의 평균값은 다소 등

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5대 

재벌과 전체 분석대상 재벌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5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 평균값이 30위 이내 재벌 전체의 평균값보다 매

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의 규모와 비관련다각화 지수 간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엔트로피 지수 방식으로 측정한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기업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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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  30위 이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지수 추이 

 

하나의 단일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가 상당 수 존재한다. 그러나 공시 자료를 통하여 사업 부문별 매출

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자료 상의 한계

로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도출할 때 부득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

액을 주력 업종의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2.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측정  

기업집단이 아니라 개별 계열사를 분석 단위로 살펴보는 경우에

는(연구문제 2와 3) 해당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소속 기업집단

의 주력 업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dummy)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소속 기업집단

의 주력 업종과 일치하면 0의 값을 부여하고(𝐷𝑖 = 0), 주력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1의 값을 부여하여(𝐷𝑖 = 1)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

1.4

1.5

1.6

1.7

1.8

1.9

2

2.1

30위 이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지수 추이

5대 재벌 평균 10대 재벌 평균 비관련다각화 지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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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여부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주력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래서 매출액 비중 및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더미 변

수들을 생성하였다. 특히 매출액 비중의 경우 ‘주력 업종’으로 판단

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더미 변수를 여러 개 생성하였다. 그리고 더

미변수들을 회귀분석 모형에 각각 투입하여 강건성을 검증해 보았

다. 

1) 업종별 매출액 비중에 따른 구분 

주력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의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종업

원 수의 비중이 큰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주력 회사’의 의미를 당해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큰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36한 바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

진 용어는 아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30위 이내 재벌들

의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를 검토한 결과 업종 별 매출액, 자

산총액, 종업원 수는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매출액을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 기업집단 별로 업종별(중분류) 매출액을 계산하여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계산한 후 순위별 격차를 살펴보았다.  

2017년 30대 이내 재벌들의 매출액 상위 업종과 그 비중을 펴

보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비중이 2위인 업종과 3위인 업종 간의 격

차가 3위와 4위 간의 격차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출액 기준 상위 1위와 2위 업종을 해당 기

업집단의 주력 업종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표 3-2] 참고).  

그러나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매출

액 기준 상위 3대 업종과 매출액 누적 비중이 상위 70% 이내에 드

는 업종들을 주력 업종으로 간주하는 더미 변수를 각각 만들어 추

                                           
36 공정거래위원회. (2014.10.29). ‘2014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첨

부자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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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는 부록에 추가하였다. 

 

[표 ３-2] 2017년 30위 이내 재벌의 매출액 상위 업종(1~4위) 및 순위 

간 매출액 비중의 격차37 

‘17 

30위 내 

재벌 

1위업종 

코드 / 

비중(%) 

2위업종 

코드 / 

비중(%) 

3위업종 

코드 / 

비중(%) 

4위업종 

코드 / 

비중(%) 

2-3위 

격차 

(%p) 

3-4위 

격차 

(%p) 

삼성 C26 58.6 K66 9.4 K65 9.3 F41 7.2 0.1 2.2 

현대자동차 C30 64.4 C24 9.1 H52 7.2 F41 6.4 1.9 0.8 

에스케이 C19 24.6 G46 19.1 C26 14.8 J61 12.5 4.3 2.4 

엘지 C26 52.3 C20 19.8 J61 10.2 G47 4.2 9.6 6.0 

롯데 G47 37.8 C20 16.8 I55 7.8 F41 6.3 9.0 1.5 

한화 C20 34.2 K65 28.8 K66 13.9 C31 6.1 14.8 7.8 

지에스 C19 46.7 F41 19.9 G47 14.7 G46 5.6 5.2 9.0 

현대중공업 C31 63.3 C19 28.8 C20 4.7 K66 1.8 24.1 2.9 

씨제이 C10 23.5 H49 22.2 G46 17.4 J60 16.5 4.8 0.9 

신세계 G47 76.2 I56 9.6 F41 6.7 I55 3.7 2.9 3.0 

엘에스 C24 34.7 C28 25.4 G46 22.5 C29 4.8 2.8 17.7 

한진 H51 81.5 H49 10.5 H52 4.5 J58 0.9 6.0 3.6 

대림 F41 71.1 G46 19.2 D35 3.8 C23 2.0 15.4 1.8 

효성 C20 65.6 G45 9.6 C29 6.5 F41 6.0 3.2 0.5 

두산 C29 64.5 M71 19.0 F41 10.7 K64 1.1 8.3 9.6 

                                           

37 2017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자산규모 30위 이내에 속한 재벌

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업종(1~4위)과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총 23개 재벌 중 삼성, 지에스, 

두산, 엘에스, 현대백화점, 오씨아이를 제외하면 2위와 3위 간 격차(%p)

가 3위와 4위 간 격차보다 더 크거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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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0위 내 

재벌 

1위업종 

코드 / 

비중(%) 

2위업종 

코드 / 

비중(%) 

3위업종 

코드 / 

비중(%) 

4위업종 

코드 / 

비중(%) 

2-3위 

격차 

(%p) 

3-4위 

격차 

(%p) 

금호아시아나 H51 54.5 C22 21.9 F41 12.6 H49 3.9 9.3 8.6 

미래에셋 K64 51.5 K65 46.5 I55 1.2 J58 0.4 45.2 0.8 

영풍 C24 76.2 C26 17.4 G46 4.6 C29 0.7 12.8 3.9 

현대백화점 G47 70.4 C32 10.3 C14 10.0 C29 4.8 0.3 5.3 

한국투자금융 K66 71.2 K64 26.8 J61 2.1 . 0.0 24.7 2.1 

하림 C10 57.8 H50 25.2 G47 6.9 A01 5.8 18.3 1.1 

오씨아이 C20 48.9 G46 17.1 F41 14.7 C23 8.4 2.4 6.2 

부영 L68 87.3 F41 6.0 D35 3.5 I55 2.3 2.6 1.1 

평균 57.2% 19.1% 9.1% 4.8% 9.9% 4.3% 

표준 

편차 
0.176 0.090 0.054 0.039 0.105 0.041 

 

 

2) 영위 사업의 성격에 따른 구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외에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주력·비주력 업종 진출 여부를 구분할 수도 있다. 많은 

재벌들이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소모성자재구

매 대행업)나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관리업)와 같이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을 신

설하거나 인수한 바 있고, 이런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

래를 하면서 성장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매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2014년 제외38).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의 

주력계열사에 수직계열화 된 회사나, 기업의 핵심 공정을 제외한 여

                                           

38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2014년 조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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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사업(연구개발, IT, 마케팅, 기업 물류 

등) 즉, 사업 서비스업(business service) 영위회사로의 내부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기업집단 내 주력 계열사에 수직계열화 된 회사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며, 거래 회사 간 업종이 같거나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사업 서비

스업 영위 회사는 기업집단 내 다수 계열사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

고 거래 회사 간 업종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관

리 및 조경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서비스

업 등이 이런 성격의 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위의 조사 결과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서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주로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유통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서비스업, 전문직 별 

공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부동산업 영위 회사들은 주로 계열사의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사업 서비스업에 가깝다고 보았다(공

정거래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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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3]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 

(제조업 제외) 

총수일가 직접지분율과 내

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 (각각 30% 이상) 

2011년
39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통신시설

관리 등),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설계 등), 전문서비스

(광고 등), 컴퓨터프로그래밍시

스템통합관리  

(해당 업종 영위회사 수가 5개 

이하인 업종, 매출액 10억원 미

만, 지주회사, 사회적기업 제외)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 부동산업, 도매

및상품중개업, 전문서비스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

타(기업물류, 비주거용건

물건축, 기관구내식당 등) 

2012년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N74), 부

동산업(L6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J62), 정보서

비스업(J63), 사업지원서비스업

(N75),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및

원료재생업(E38), 전문서비스업

(M71), 전문직별 공사업(F42),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2), 육상

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H49),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스포츠및 오락관련서비스업

(R91)  

(해당 업종 영위회사 수가 10개 

미만인 업종 제외, 이하 동일)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동산

업, 기타(기관구내식당, 기

업물류, 비주거용건물건축 

등) 

2013년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N74), 과

학기술서비스업(M73), 컴퓨터프

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J62), 정보서비스업(J63), 부동

산업(L68), 폐기물운반처리업

(E38), 사업지원서비스업(N75), 

전문직별공사업(F42), 전문서비

스업(M71), 스포츠 및오락관련

서비스업(R91), 육상운송및파이

프라인운송업(H49), 창고및운송

관련서비스업(H52) 등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물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SI), 종

합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

설), 스포츠및오락 관련서

비스업(휴양시설), 전문서

비스업(광고업) 등 

2015년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전문

                                           

39 조사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기준 직전 연도이다. 즉, 2011년 

공표된 조사 결과는 201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 소속 계열

사들의 2010년도 내부거래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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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 

(제조업 제외) 

총수일가 직접지분율과 내

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 (각각 30% 이상) 

스업(N74), 정보서비스업(J63), 

부동산업(L68), 사업지원서비스

업(N75), 전문직별공사업(F4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전문서비스업(M71)  

서비스업(광고업, 지주회

사)(M71), 사업지원서비

스업(N75), 도매상품중개

업(G46), 전문직별공사업

(F42)  

2016년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

(J63), 부동산업(L68), 사업지

원서비스업(N75), 전문직별공사

업(F42), 전문서비스업(M71), 

스포츠및오락관련 서비스업

(R9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52),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

송업(H4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부동산업(L68),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컴퓨터프

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

리업(J62), 전문서비스업

(M71), 종합건설업(F41) 

등  

2017년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

관리업(J62), 부동산업(L68), 

전문직별공사업(F42),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정보서비스업

(J63),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

업(R91),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M72), 창고및운송

관련서비스업(H5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사업

지원서비스업(N75), 부동

산업(L68), 전문서비스업

(M71) 등  

 

2018년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N74),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농업(A01), 

전문서비스업(M71), 전문직별공

사업(F42), 사업지원서비스업

(N75),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

스업(M73),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출판업(J58) 40 , 육상운송및파이

프라인운송업(H49), 창고및운송

관련서비스업(H5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사업

지원서비스업(N75), 부동

산업(L68), 전문직별공사

업(F42), 전문서비스업

(M71) 등  

 

                                           

40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된다. 세분류로는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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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사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

는 계열사들은 설립 시기부터 이미 안정적인 복수의 매출처를 확보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들은 제조업 위주의 수직계열화 회사들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작지만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총수일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 

지원 성격의 계열사들은 터널링을 위해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서비

스업은 기업집단의 비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업(사업 서비스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조작한 값을 종속변수로 

삼고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의 상관성을 회귀분석해 보기로 한다.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들은 다음 [표 3-

4]에 정리하였다.  

 

[표 ３-4]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 업종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 업종(D=1) 

업종명 

(중분류기준) 

폐기물운반처리업(E38) 

전문직별공사업(F42)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H49)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출판업(J58)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부동산업(L68)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M72)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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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관련다각화지수와 비주력 업종 진출 여부 더미 변수를 

생성할 때 금융 업종을 계산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금융계

열사의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비금융계열사와 각종 재무 지

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과 한화그룹과 같이 금융업으로의 다각화를 활발하게 추진해 온 재

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관련다각화지수와 비주력 업종 더미 변

수를 만들 때 금융계열사를 제외할 경우 이러한 금산복합그룹의 비

관련다각화지수와 비주력 업종 진출 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관련다각화지수와 비주력 업종 더미 변

수를 계산할 때는 금융계열사를 포함하되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관

측치에서는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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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

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친 영향 

 

제 1 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수

준에 미친 영향  

 

1. 연구의 설계 

1) 분석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명단을 매년 4월 공표하

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1998년에 폐지되었다가 2001년에 다시 

시행될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

사들의 지정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30위 이내의 

기업집단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출

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대상이었다. 2002년부터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 규제

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에 해당되더라도 금융·보험사와 지주회사(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2005년부터 제외),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2002년부터 제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법 규정상 일정 

조건41에 해당하면 타회사의 주식 취득이나 소유가 허용되었다. 몇 

                                           
41 i)신주 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ii)담

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iii)SOC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iv)

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인투자 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위해 주

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v)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였던 회

사가 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공정거래법 

제10조 제1항 각 호<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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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규제 적용 제외 대상과 예외 인

정 범위는 더욱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기업집단(재벌)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계열사들의 자본금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설명변수로 삼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내용을 토대로 매년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과 그 소속 계열

사 중 규제 적용을 받는 회사들을 정리하였다.  

만일 규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들을 분석대

상에 반영할 수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

든 계열사들의 타회사 주식 보유 현황과 해당 주식의 취득 및 보유 

배경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재벌이 일단 

일정 수준의 자산총액 규모를 넘어서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소속 계열사 중에서 규제 적용을 받는 회사와 제외되는 

회사가 어느 곳인지 확정되고 난 뒤 규제 적용 계열사가 타회사에 

출자하려는 단계가 되어서야 그 출자의 성격이나 목적이 문제된다. 

따라서 출자 별로 규제의 적용 예외 여부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전

체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자본금 비중을 이용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비관련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가지 통계적 기법이 있으며, 대

표적인 것이 최소자승모형(OLS)이다. 그러나 최소자승법으로 추정

하는 경우 누락변수, 동시성의 문제, 측정 오차 등의 문제로 인한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중차분법(Difference-in 

Difference Estimator)이나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

(2SLS)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여러가

지 예외 규정들로 인해 각 회사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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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법 규정의 개정으로 그 안에 소속된 계열사에 대한 적용 여

부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 내용의 변화 때문에 출

자총액제한 적용을 받는 계열사들의 자본금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의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설명변수)에 변동(variation)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가

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동 

OLS(Pooled OLS) 추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확률효과모형

과 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비교해 볼 것이다42.  

 

2) 분석 모형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른 재벌들의 비관련다각화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식 4]와 같은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𝑌𝑔 =  𝛽0 + 𝛽1𝑋1 + ∑ 𝛽𝑘𝑋𝑔𝑘 + 𝑢𝑔  (𝑔: 재벌 1, ⋯ , 𝑛)   ⋯ [수식 4]

𝐾

𝑘=2

 

𝑌𝑔 : 재벌 g 의 비관련다각화 지수 (t+1기) 

β
0
 : 상수항 

𝑋1 : t기에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인 계열사들의 자본금 합

계가 해당 기업집단의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2 패널 데이터 분석 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개체 별 특성을 구분하여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유도 손실이 발생

하는 단점이 있다. 확률효과모형은 자유도 손실은 적지만 개체 별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이 독립변수와 관계없는 확률변수라는 엄격한 가정을 한다. 

패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과 독립변수의 공분산이 0이라는 확

률효과모형의 가정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을 실시함으로써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효율적

인지 판단할 수 있다(Greene, 2000; Wooldridg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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𝑋𝑔𝑘 : 통제변수 

𝑢𝑔 : 오차항 

 

독립변수는 t기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계열사들의 자본금 

합이 소속 기업집단의 전체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계열사들이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면 타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사 설립이나 인수에 영향을 미쳐 1년 

후 해당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에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종

속변수를 해당 재벌의 1년 후 비관련다각화지수로 설정하였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

하였고, 2009년 3월에 폐지될 때까지 거의 매년 1회씩 관련 세부 

규정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출자 계획은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관련다각화지수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트로피 지수 개념에 따라 제9차 표준산업분류의 중분

류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변수 선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자산규모 기준 30위 이내의 재벌에 속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들

의 자본금이 해당 기업집단 전체의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의 평균과 1년 후 비관련다각화지수의 평균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아래 [그림 4-1]과 같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출자총액제

한 대상이 된 기업의 자본금 비중이 낮을수록 1기 후 비관련다각화

지수의 평균값이 높아지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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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 30대 이내 재벌 소속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자본금 비중

과 1기 후 비관련다각화지수의 추이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외에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먼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각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김동회 외, 2010; 유재욱, 2010; 장지상 

외, 2011; 전인우, 1997) 기업집단의 자본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을 기업집단의 규모로 보고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 기업집단의 수익성이 높으면 더 많은 유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다각화를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김동회 외, 2010; 김병곤 외, 2008). 그러나 

반대로 현재 수익성이 낮을 경우 새로운 수익창출원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집단의 수익성은 자산총액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자산순이익률(ROA)로 측정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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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는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이용한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김동회 외 2010; 김병곤

·김동욱, 2010; 장지상 외, 2011; 전인우, 1997). 따라서 기업집단

의 영업위험이 증가하면 위험분산 목적에서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높

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집단의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은 지정 연도를 포

함한 과거 5년 간(t-4기 ~ t기) 총자산순이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

하였다(강형철 외, 2008; 김동회 외, 2010; 장세진, 2003). 

한편 Jensen(1986)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소유와 경영이 분

리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과잉투자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주주

가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부채를 이용할 수 있

다는 부채의 ‘통제가설(control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즉, 주

주가 기업의 자본구조에서 부채 비중을 늘리고 부채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경영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경영자가 임의대로 사용 가능한 

잉여현금흐름을 감소시켜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이 계열사 설립이나 인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을 주로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김동회 외, 2010; 김병곤·김

동욱, 2010; Chang & Hong, 2000; Lee et al., 2008) 재벌의 비관

련다각화 수준과 부채비율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부채비율(𝐿𝑒𝑣𝑔)은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채총액의 

비율로 측정하였다(구맹회∙김병곤, 1999; 김동회 외, 2010; 김병곤

·김동욱, 2010; 장지상 외, 2011).  

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이 2007년 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43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 기간인 2001년

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0, 2007년

과 2008년이면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

                                           

43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인 기업집단 자산규모가 2004년 2조 원 이상에

서 5조 원으로 상향된 후, 2005년에는 6조 원 이상, 2007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었다. 2007년에는 본래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였던 출자 한도도 40%로 완화되었으며,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계열사로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다. 



57 

다. 분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과 각각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４-1] 연구문제 1-1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

속

변

수 

𝑌𝑔,𝑡+1 
대기업집단 지정연도로부터 1년 경과 후 해당 재벌

의 비관련다각화지수 

독

립

변

수 

출자총액제한 

자본금비중 

재벌 g에 속한 계열사 중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계열사의 자본금의 합

재벌 g에 속한 계열사들의 자본금 총액
  

통

제

변

수 

기업집단규모 

(ln자본금
𝑔
) 

재벌 𝑔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자본금 총합(로그값) 

𝑅𝑂𝐴𝑔 재벌 𝑔의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𝑔

자산총액
𝑔

 

영업위험 

(𝑅𝑖𝑠𝑘𝑔) 
재벌𝑔의 과거 5년간(t-4 ~ t기) ROA의 표준편차 

부채비율 

(𝐿𝑒𝑣𝑔) 
재벌 𝑔의 부채비율=

부채총액
𝑔

자산총액
𝑔

 

2007년 더미 

(𝑑𝑢𝑚𝑚𝑦_2007) 

2001 ~ 2006년 = 0 

2007, 2008 = 1 

 

그리고 연구문제 1-1의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과 변수간 상관관계는 다음 [표 4-2], [표 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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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2] 연구문제 1-1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1기비관련다각화지수 174 1.581 0.385 0.705 2.438 

출자총액제한자본금비중 174 0.378 0.398 0 1 

기업집단규모(𝑙𝑛자본금
𝑔
) 174 14.181 1.074 11.862 16.256 

𝑅𝑂𝐴𝑔 174 0.030 0.037 -0.117 0.107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 174 0.017 0.015 0 0.068 

부채비율(𝐿𝑒𝑣𝑔)  174 0.637 0.121 0.343 0.926 

𝐷𝑢𝑚𝑚𝑦_2007 174 0.247 0.433 0 1 

 

[표 ４-3] 연구문제 1-1 변수 간 상관관계 

 비관련다각화지수 출자총액제한자본금비중 기업집단규모 𝑅𝑂𝐴𝑔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 부채비율(𝐿𝑒𝑣𝑔) 𝐷𝑢𝑚𝑚𝑦_2007 

t+1기비관련다각화지수 1       

출자총액제한자본금비중 0.0164 1      

기업집단규모(𝑙𝑛자본금
𝑔
) 0.5264*** 0.2287*** 1     

𝑅𝑂𝐴𝑔 0.0149 -0.2318*** 0.0603 1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 -0.0534 -0.1786** 0.1225 0.0058 1   

부채비율(𝐿𝑒𝑣𝑔) -0.0312 0.2015*** 0.1860** -0.5562*** 0.1615** 1  

𝐷𝑢𝑚𝑚𝑦_2007 0.0504 -0.3012*** 0.1099 0.2180 -0.0205 -0.1729** 1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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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합동(pooled)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탐

지되었기 때문에44 이하에서는 White(1980)의 제안 대로 표준오차

를 조정하여 이분산이 수정된 검정통계량을 보고한다. 

합동(pooled)OLS 모형 분석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기업집단 내

에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계열사의 자본금이 전체 자본금 총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이듬해 해당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

화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165). 이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

각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내용 중 동종 업계로의 진출은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었으

므로 관련다각화의 경우 비관련다각화와는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비관련다각화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0.227). 또 기업집단의 수익성과 1기 후 해당 재벌의 비관련다

각화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91). 이는 현재 수익성이 높을 경우 굳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집단의 과거 영업 

위험이 높을수록 1기 후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β =-3.339) 이 역시 위험기피적인 투자 결정 행태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1기 후 비

관련다각화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β=-0.605) 이는 부채비율이 다각화 수준을 억제하는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 White검정 결과 귀무가설인 동분산성이 기각(Pr>chi2=0.0472)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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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４-4] 연구문제 1-1 분석 결과 

(종속변수: 재벌 g의 t+1기 비관련다각화 지수) 

 합동(Pooled)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출자총액제한 

자본금비중 
-0.165** 
(0.068) 

0.009 
(0.024) 

-0.053* 
(0.030) 

기업집단규모 

(ln자본금
𝑔
) 

0.227*** 
(0.025) 

0.122*** 
(0.046) 

0.085 
(0.053) 

수익성 

(𝑅𝑂𝐴𝑔) 
-1.591* 
(1.009) 

0.044 
(0.549) 

0.060 
(0.570) 

영업위험 

(𝑅𝑖𝑠𝑘𝑔) 
-3.339* 
(1.502) 

-0.536 
(0.781) 

-2.002** 
(0.956) 

부채비율 

(𝐿𝑒𝑣𝑔) 
-0.605** 
(0.238) 

0.140 
(0.398) 

0.293 
(0.404) 

𝐷𝑢𝑚𝑚𝑦_2007 
-0.065 

(0.058) 
0.021 

(0.025) 
 

상수항 
-1.075*** 
(0.289) 

-0.228 
(0.628) 

0.244 
(0.753) 

    

연도 더미   포함  

R2 
0.3381 0.1248 0.1854 

Hausman Test 

(p-value) 
- - p=0.0509* 

Number of id - 30 30 

Obs. 174 174 174 

주1)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 임. 

주2)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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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계열사의 자본금이 전체 기업

집단 자본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규정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변동되므로 합동(pooled)OLS 분석을 통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추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확률효과모형 분석과 고정효과모형 

분석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연도 더미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동(pooled) OLS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계열사

의 자본금 비중이 높을수록 이듬해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𝛽 =-0.053). 반면 확률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 회귀계수 간에 체계

적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확률효과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계열사의 자본금 비중이 재벌의 

1기 후 비관련다각화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

관련다각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출자

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고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가지 예외 

규정에 따른 실효성 논란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도상 허

점도 가지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1년 재도

입 이후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적용 제외 및 예외 범위가 계속 

넓어지다가 2007년 사실상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또한 박

상인(2006)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개별 계열사 단위로 적

용되기 때문에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출자 단계를 늘리거나 순환출

자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총 출자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러한 점 때문에 박상인(2006)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집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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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단계를 늘리거나 순환출자를 통해 보다 복잡한 출자구조를 취

하도록 유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위 회귀분석 결과

와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 수준은 어느 정도 억제하였을 수 있으나 경제력집중을 억제 

효과는 당초 목표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그나마 재벌의 다각화를 억제하던 동 제도의 폐지 이후 

재벌의 사업영역 팽창과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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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친 영향 

 

1. 연구의 설계 

1) 분석 방법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구조로 만들고 자발

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유도하

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했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998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

환이 미미하자 2007년 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대폭 완

화하였음을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해보고자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따라서 재벌의 전체적인 소유지배구조는 지주

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만 구성된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지만 계열

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고 지주회사 체제 

밖에도 상당 수의 계열사들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 재벌들이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집단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재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재벌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벌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보

는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재벌(이하 ‘지주회사 전환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분

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보고하는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자산총액

이 전체 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결과 2004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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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내 재벌 중 엘지그룹만 전체 계열사 중 50% 이상이 지주회

사 체제 내에 포함된 지주회사 전환집단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런데 2005년 엘지로부터 계열분리하여 독립한 지에스가 지주회사 

전환집단 체제를 갖추었으며, 2007년 4월 기준으로 금호아시아나, 

에스케이, 엘에스, 엘지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

난다. 그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2017년에는 엘지, 에스케이, 씨제

이, 엘에스, 지에스, 하림, 한진, 현대중공업 등이 지주회사 전환집

단 체제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 4-5]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30대 

이내 재벌들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전환된 재벌들의 현황을 나

타낸 것이다. 재벌들의 자산규모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30대 이내의 지주회사 전환집단 수에도 변동이 있다. 코오롱이

나 한진중공업은 지주회사 전환집단 체제에 해당하나 자산규모 순

위가 30위에 가까운 하위에 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분석 데이터

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두산그룹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두산그룹의 사업지주회사인 ㈜두산의 지주비율 45이 2014년 

말 기준 47.8%로 기준치인 5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번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전환된 재

벌들은 그 이후 계속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수일가가 과도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사익 편취에 유리하다는 부작용이 지적된다(공정거

래위원회, 2018; 최정표, 2014). 즉 지주회사 전환집단 체제는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만 일정 수준 확보하면 하단에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용이한 구조이므로 총수일가의 사

                                           
45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두산그룹

은 2015년 4월 지주회사였던 ㈜두산의 지주 비율이 50%밑으로 내려가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the bell. 2018.06.19. “

5년만에 ‘지주사’포기…’유동성 확보’ 부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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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추구를 위한 비관련다각화가 일반 재벌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들의 비관련다각화 지수가 

비 전환 재벌들에 비해 실제로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합동(pooled) 

OLS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나면 해당 기업

집단은 자산규모가 30위 밖으로 밀려나 데이터 셋(data set)에서 

탈락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계속하여 지주회사 전환집단인 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과 일반 기업집단 간 비관련

다각화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고 표본 및 변수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형식은 불균형 

패널데이터이지만 합동(pooled) OLS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포털에

서 지주회사 관련 현황을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2006년 이전의 지주회사 현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었으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지주회사 전환집

단 현황에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회귀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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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5] 30위 이내 재벌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현황(2001 ~ 201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금호아시아나       1 1          2 

두산          1 1 1 1 1    5 

부영          1 1 1 1 1 1 1 1 8 

씨제이        1 1 1 1 1 1 1 1 1 1 10 

에스케이       1 1 1 1 1 1 1 1 1 1 1 11 

엘에스         1 1 1 1 1 1 1 1 1 9 

엘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지에스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코오롱          (1)1) (1) 1 (1) 1 (1) (1) (1) 2 

하림                1 1 2 

한진               1 1 1 3 

한진중공업        1 1 1 (1) (1) (1) (1) (1) (1) (1) 3 

현대중공업                 1 1 

합계2) 1 1 1 1 2 2 4 6 6 
8 

(9) 
7 

(9) 
8 

(9) 
7 

(9) 
8 

(9) 
7 

(9) 
8 

(10) 
9 

(11) 
86 

주1)괄호 속의 숫자는 당해 연도에 자산규모 기준 30위 이내에 들지 못하였지만 지주회사 전환집단에 해당하는 재벌을 의미한다. 

주2)해당 연도에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계열사(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의 자산총액의 합이 해당 재벌에 속한 계열사 전체 자산총

액의 50%를 넘는 기업집단이면 1, 그렇지 않으면 빈 칸으로 나타내어 합계를 구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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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연구문제 1-2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재벌의 비관련다각

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식 5]와 같은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𝑌𝑔 =  𝛽0 + 𝛽1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 𝛽𝑘𝑋𝑔𝑘

5

𝑘=2

+ 𝑢𝑔  ⋯ [수식5]     

단, g는 재벌 (1, ⋯ , n) 

 

분석 대상은 분석 기간(2006년~2017년)동안 자산규모 기준 

30위 이내에 속한 기업집단이다. 독립변수(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는 어떤 재벌 

g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이면 1(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1), 그렇지 않은 일반 기

업집단이면 0( 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연구문제 1-1과 마찬가지로 재벌 g의 비관련다각화 지

수이다. 통제변수로는 재벌 𝑔에 속한 계열사들의 자본금의 총합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𝑙𝑛자본금
𝑔
)으로 측정한 기업집단의 규모와 재

벌 𝑔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𝑅𝑂𝐴𝑔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연도인 t기

부터 과거 t-4기까지의 𝑅𝑂𝐴𝑔 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영업위험

( 𝑅𝑖𝑠𝑘𝑔 ), 재벌 𝑔 의 총자산 대비 부채총액으로 계산한 부채비율

(𝐿𝑒𝑣𝑔)등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2의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 

간 상관관계는 각각 [표 4-6], [표 4-7]과 같다.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주회사 전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기업집단의 규모는 각각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영업위험은 비관련다각화지수와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지수와 기업집단의 규모, 

영업위험의 평균값이 일반 재벌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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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6] 연구문제 1-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주회사

전환집단 

일반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일반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일반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일반 

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일반 

기업집단 

비관련다각화지수
𝑔

 80 204 1.745 1.568 0.355 0.333 0.940 0.705 2.438 2.322 

기업집단 규모(𝑙𝑛자본금
𝑔
) 80 204 14.664 14.339 1.054 1.049 12.302 12.169 16.334 16.324 

영업위험 (𝑅𝑖𝑠𝑘g) 80 204 0.029 0.027 0.024 0.037 -0.026 -0.111 0.093 0.217 

수익성 (𝑅𝑂𝐴g) 80 204 0.019 0.022 0.010 0.017 0.000 0.000 0.050 0.085 

부채비율(𝐿𝑒𝑣g) 80 204 0.540 0.606 0.086 0.161 0.424 0.164 0.837 0.878 

 

[표 ４-7] 연구문제 1-2 변수 간 상관관계 

 비관련다각화지수 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𝑙𝑛자본금
𝑔
 𝑅𝑖𝑠𝑘𝑔 𝑅𝑂𝐴𝑔 𝐿𝑒𝑣𝑔 

비관련다각화지수
𝑔  1      

지주회사 전환집단 더미

(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0.2288*** 1     

기업집단의 규모(𝑙𝑛자본금
𝑔
) 0.5615*** 0.1384** 1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 -0.1400** -0.0938 -0.1121* 1   

수익성(𝑅𝑂𝐴𝑔) -0.0315 0.0212 -0.0102 -0.1035* 1  

부채비율(𝐿𝑒𝑣𝑔) -0.0253 -0.2038*** 0.2033*** -0.0330 -0.4743*** 1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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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표본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1)과 일반 

기업집단(𝐻𝑑𝑢𝑚𝑚𝑦 = 0)사이에 각 변수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전환집단과 일반 재벌 사이에 종속변수인 비관

련다각화 지수와 통제변수 중 기업집단의 규모(𝑙𝑛자본금
𝑔
), 부채비

율(𝐿𝑒𝑣𝑔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４-8] 지주회사 전환집단과 일반 기업집단 간 변수의 평균값 비교 

 
지주회사 

전환집단(평균) 

일반 기업집단 

(평균) 
t-value 

비관련다각화지수
𝑔
 1.745 1.568 -3.948*** 

기업집단 규모

(𝑙𝑛자본금
𝑔
) 

14.664 14.339 -2.346** 

영업위험(𝑅𝑖𝑠𝑘𝑔) 0.029 0.027 1.582 

수익성(𝑅𝑂𝐴𝑔) 0.019 0.022 -0.357 

부채비율(𝐿𝑒𝑣𝑔) 0.540 0.606 3.495*** 

주) *p< .10  **p< .05  ***p< .01 

 

 

2.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이 그렇지 않은 재벌에 비해 비관

련다각화지수가 더 높은지 여부를 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

았다. 추정에 앞서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탐지46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White(1980)의 제안 대로 표준오

차를 조정하여 이분산이 수정된 검정통계량을 보고한다.  

                                           

46 White검정 결과 귀무가설인 동분산성이 기각(Pr>chi2=0.0000)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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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４-9] 연구문제 1-2 분석결과 

(종속변수: 재벌 g의 t+1기 비관련다각화 지수) 

 Coef. 

(t-value) 
Robust Std. Err. 

지주회사 전환집단 더미 

(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0.083** 
(2.16) 

0.039 

기업집단 규모 

(𝑙𝑛자본금
𝑔
) 

0.188*** 
(11.81) 

0.016 

수익성 

(𝑅𝑂𝐴𝑔) 
-1.259** 
(-2.02) 

0.624 

영업위험 

(𝑅𝑖𝑠𝑘𝑔) 
-1.918* 
(-1.85) 

1.039 

부채비율 

(𝐿𝑒𝑣𝑔) 
-0.430*** 

(-3.01) 
0.143 

상수항 -0.796*** 
(-3.87) 

0.206 

   

 
obs. = 284 

F=41.94,  Pr>F=0.0000 

R2 = 0.3663 

주) *p< .1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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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주회사 전환집단( 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1 )의 

비관련다각화지수가 일반 재벌(𝐻𝑑𝑢𝑚𝑚𝑦_𝑔 = 0)의 비관련다각화 지수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𝛽 =

0.083 ).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재벌들에 비해 더 다양한 종류의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𝛽 =

0.188 ). 반면 기업집단의 수익성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𝛽 = −1.259), 지정 연

도를 포함한 과거 5년 간 ROA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기업집단의 영

업위험과 비관련다각화지수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𝛽 = −1.918). 그리고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𝛽 = −0.430). 

일반적으로 순환출자 등으로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한 재벌들에 

비해 피라미드식의 단순한 지주회사 구조를 갖춘 재벌들은 ‘모범적’

인 지배구조로 기업집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집단일수록 비관련다각화 지수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 이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

배력 행사와 그에 따른 사익 추구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었던 일

련의 행위 규제들이 2007년 대폭 완화된 이후 지주회사 전환집단

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재벌들의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촉

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이 일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에 비해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얻

는 비중이 더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연결지어 볼 필

요가 있다. 즉, 위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구조를 가진 재벌에 비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행사가 보다 용이한 지주회사 전환집단 재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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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속 회사들을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으로 더 많이 진출시킴으

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을 편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 지주

회사 전환 유도 정책이 이를 도와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

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소결 

 

이 장에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친 영

향을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 제도는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지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7년 대폭 완화되었

다가 2009년 폐지되었고 정부는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재벌의 자발

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재벌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규제

를 크게 완화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로 실증 분석한 결과 지

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지수가 일반 기업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기업집단의 확장에 따른 경제력집

중이 우려되었던 소유지배구조인 만큼(최정표, 2014; 홍명수, 2013) 

이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유

도 정책의 변동 과정을 종합해 보면 재벌들은 제도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관련다각화를 추

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지주회

사 행위 규제의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의 확대와 경제력집중

을 억제하는 정책들은 재벌의 자발적인 구조 개선 노력에 중점을 



73 

두는 방향으로 변동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입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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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

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 상관관계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분석 방법 

1)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의 상관성 분석 

재벌의 다각화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리인문제에 기

인한 과잉다각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소유지배괴리도와 

다각화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추구 

동기에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동회 외, 

2010; 장지상 외, 2011). 그러나 재벌의 소유지배괴리도와 다각화 

수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동

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 관점이 설명하

듯이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을수록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각화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

규 계열사를 많이 설립하여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계

열사 출자가 증가하여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아지는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벌에 

소속된 모든 계열사가 아니라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간 신설

된 계열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계열사 설립 전에 총수일가나 

다른 계열사들이 이 신설 계열사에 출자할 지분의 크기와 그에 따

른 기업집단 피라미드 내 위치, 해당 계열사가 진출하려는 업종 및 

사업 구조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설 계열사를 이용

한 총수일가의 터널링 가능성을 반영하여 단순 소유지배괴리도나 

의결권승수 대신 해당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비

주력 업종 진출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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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eida et al.(2011)은 지분을 인수하여 기업집단 안으로 편입

시킨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계열 편입 전∙후의 수익성 변화와 기업집

단 내 위치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구조의 

형성 동기를 분석하였다. 즉, 총수일가가 어떤 조건에 따라 새로 인

수한 기업의 피라미드 내 위치를 결정하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계열사가 당해 기업집단에 인수되기 전에 거두

었던 수익성에 따라 그 계열사에 직접 출자할지 아니면 계열사 출

자를 통해 피라미드 내에 위치시킬지를 결정한다.  

기업집단으로 새로 편입되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

분율과 해당 계열사의 진출 업종 간 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기

업집단의 구조를 내생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Almeida et 

al.(2011)의 연구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수 기업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계열사만을 분석 대상

으로 삼는다.  

더욱이 재벌이 직접 새로 설립한 계열사들과 외부에 있던 기업

을 인수하여 기업집단에 편입된 계열사들은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

부, 진출 업종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

터 2018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규모 30위 내 재벌

들이 신설한 계열사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에 새로 

들어온 계열사들의 주요 변수 별 평균값을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해당 기간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30위 이내 재벌에 새로 편입(신설 또는 인수)된 것으로 파악된 계

열사들 중에서 새로 설립된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평균

값은 0.222(22.2%)로, 인수된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평

균값인 0.199(19.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의 평균은 근소하게 인수된 신

규 계열사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으로 측정한 기업규모의 경우 신설계열사에 비해 

인수된 계열사의 자본금 평균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

벌에 신규 편입된 계열사 중 상장기업의 비중은 인수한 계열사들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기업의 존속 기간과 기업 규모와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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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된 계열사들은 존속 기간이 상대적으

로 길고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만큼 새로 설립된 계열사에 

비해 상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업종별 매출

액 비중을 기준으로 당해 기업집단의 주력 업종과 비주력 업종을 

구분한 후 각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소속 기업집단의 주력 업

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주력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였다. 

t-test 결과 신설된 계열사들이 소속 재벌의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

는 비율이 인수된 계열사들이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비율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7.  

 

[표 ５-1] 신설 계열사와 인수된 계열사 간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 

변수 신설 계열사 인수된 계열사 t-value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0.222 0.199 -2.1596** 

총수일가 직접지분율 0.059 0.063 0.3954 

기업규모(자본금) 

(단위: 백만 원) 
20830.2 48229.6 3.8206*** 

상장 여부 

(상장=1) 
0.027 0.100 6.6349*** 

비주력 업종 여부 

(비주력 업종=1) 
0.869 0.829 -2.4715** 

Obs. 931 1,016  

주) *p< .10 **p< .05 ***p< .01

                                           
47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을 분류한 후 

소속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대비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계산하여 상위 

1위 및 2위 업종을 당해 기업집단의 주력업종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계

열사가 소속 기업집단의 주력업종을 영위하면 0, 그 외의 업종을 영위하면 

1의 값을 부여한 비주력 업종 진출 여부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

다.   



77 

 

 

18.9

27.8

2.6

3.5

11.2

13.2

10.1

10

6.6

3.7

11.3

5.6

7.8

5

6.77

2.95

24.84

28.15

신설 계열사

인수된 계열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Figure 5-1]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계열사 중 신설 계열사와 인수된 계열사의 영위 업종 비교 [그림 ５-1] 신설 계열사와 인수된 계열사의 영위 업종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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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설 계열사와 인수된 계

열사들은 영위 업종별 기업 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수 

방식으로 재벌에 새로 편입된 계열사들은 신설된 계열사에 비해 제

조업, 건설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1970년대 이후 

재벌들의 주력 업종으로 자리잡은 업종들을 영위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과 정

보서비스업(J63)과 같이 광의의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

합)업종48을 영위하는 비율은 신설 계열사가 피인수 회사보다 높았

다. 신설 계열사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비율

(11.28%)도 피인수 계열사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비율

(5.61%)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0~73)이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74~75)을 영

위하는 기업 비율 역시 신설 계열사가 인수된 계열사에 비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계열사와 인수된 계열사의 특성 차이들에 비춰볼 때 재벌

들은 서비스업과 같은 비주력 업종에 진출할 때에는 기존 기업을 

                                           
48  SI업종은 정부나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업무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패키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교육, 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김순종, 2005; 복홍석, 2014, p.1에서 재인용). 

협의의 SI업종은 각종 업무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개발하

거나 조달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하며, 광의의 

SI업종은 이에 덧붙여 시스템 구축 이전 단계인 IT 컨설팅 및 IT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 이후의 시스템 운영관리, IT아웃소싱, IT교육까지 포괄

하는 개념이다. 이 정의에 따라 SI산업의 범위를 제9차 표준산업분류

(KISC-9)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ISC-9: 582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KISC-9: 620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KISC-9: 5822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KISC9: 62021)은 협의의 SI산업에 속하고, 광의의 SI업종

은 여기에 컴퓨터 시설 관리업(KISC-9: 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

터운영 관련 서비스업(KISC-9: 62090), 자료처리업(KISC-9: 63111),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KISC-9: 63112)와 같은 업종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복홍석, 2014, pp.1-4). 본 연구에서는 SI산업을 광의의 SI산업으

로 보고 KISC9 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J58, J62, J63에 해당하는 업종

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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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는 방식보다는 계열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설되는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이 일감몰

아주기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주시하고 있는 특정 업종(SI업종, 

사업시설관리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으로 많이 진출해 온 것은 총

수일가가 출자하여 이 같은 업종들을 영위하는 계열사를 새로 설립

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터널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

시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실제로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를 이용하

여 터널링을 할 목적으로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

열사의 비주력 업종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한다.  

기업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 비중 기준(상위 1~2위 업종에 해당하면 주력 업종, 그

렇지 않으면 비주력 업종)과 사업의 성격에 따른 기준(사업 서비스

업 영위 여부)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해 본다. 분석 기간은 2001년

부터 2018년까지이며, 매년 4월 또는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정·공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기준 30위 이내에 속한 

재벌들에 소속된 신설 계열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집단이 분석 대상이었으나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개별 계열사가 

분석 대상이다.  

재벌 계열사의 신규 설립 여부는 직전 연도 지정일로부터 당해

연도 지정일 사이(즉, 당해 연도 지정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에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계열사 중 작년 지정일로부터 당해 연도 

지정일까지 1년 이내에 설립된 회사이면 신규 설립 회사로 간주하

였다. 그리고 지정일 기준으로 새로 계열 편입된 계열사들 중 신규 

설립 회사가 아니면 인수된 계열사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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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립가설 검증: 신설 계열사의 위험이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에 미치는 영향  

한편 총수일가는 신설 계열사가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때 겪

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기 위해서 신설 계열사에 많

은 지분을 출자할 것이라는 대립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총수

일가가 터널링을 할 의도로 신설 기업에 대한 출자 크기를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계열사가 겪을 위험을 부담하려는 의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립가

설에 따르면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려는 산업의 영업위험수준이 높

을수록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기업 위험에 대해 실증 분석한 기존 연구

들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에 대해 어떠한 태

도를 보이는지를 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지배주

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위험기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보수

적으로 투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 and Lu(2011)에 따르면 

CEO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EO의 부(富)가 기업성과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CEO의 참호 구축(entrenchment)을 제

어할 수 있는 외부 거버넌스(external governance)가 강하지 않으

면 CEO는 최적 수준이 아닌 보수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식(2015)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제조업 상장사들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부(富)와 

기업성과 간 민감도가 증가하였고, 그러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기업

의 위험수준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위험기피

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에 따르면 대립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달리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려는 산업의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에 진출한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은 낮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지배주주의 지

분율이 기업성과에 대한 부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의 위험 성향을 결정한다고 보는 반면, 대립가설은 계열사가 겪을 

위험 수준을 관찰하거나 예상한 후 총수일가가 그에 대한 출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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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과 분석하려

는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실질지분율과 해당 계열사가 진출한 산업의 위험 수준 사이

의 관계를 추정하여 총수일가가 위험 부담(risk taking)을 하기 위

해 신설 계열사에 대한 지분 크기를 결정하는지 검증해 보기로 한

다. 만일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총수

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대립가설대로 risk taking 차

원에서의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로 기업이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수준이 높은데 총수일가의 실질지

분율이 낮게 나타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결과가 나

온다면 대립가설은 기각되며 터널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모형 

1)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의 상관성 분석 

신규 계열사에 대하여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지분율에 따라 

해당 기업이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였을 확률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𝑙𝑛 (
𝜋𝑖

1 − 𝜋𝑖
) = 𝛼 + 𝛽1𝑢𝑙𝑡𝑖 + ∑ 𝛽𝑘𝑋𝑖𝑘

5

𝑘=2

+ 𝜖𝑖    ⋯ [수식 6] 

 

 𝜋𝑖 = 𝑃𝑟(𝐷𝑖 = 1), 즉 신설 계열사𝑖 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 

𝑢𝑙𝑡𝑖 : 신설 계열사𝑖 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지분율 

α: 상수항 

𝑋𝑖𝑘 : 통제변수 

𝜖𝑖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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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단위는 재벌이 새로 설립한 계열사이며, 종속변수는 해당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모형 

(1)은 해당 계열사 𝑖가 영위하는 업종이 계열사 𝑖가 소속된 재벌 𝑔

가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2대 업종에 해

당하면 주력 업종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아 0을 입력(𝐷𝑖 = 0 )하고, 2

대 업종과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1을 입력(𝐷𝑖 = 1)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한다. 모형(2)는 해당 계열사 𝑖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비주

력 업종으로 보고 1을 입력 (𝐷𝑖 = 1) 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을 

입력하여(𝐷𝑖 = 0)으로 나타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신설 계열사 𝑖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지분

율(ultimate cash flow right)이다. 본 연구는 Almeida et al.(2011)

이 제안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계산 방법에 따라 분석 대상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을 계산하였다.  

어떤 재벌에 N개의 계열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할 때 계열사들

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나타내는 행렬 A는 다음 같이 표

시할 수 있다49. 

𝐴 = [

0 𝑠12 ⋯ 𝑠1𝑁

𝑠21 0 ⋯ 𝑠2𝑁

⋮ ⋮ ⋮ ⋮
𝑠𝑁1 ⋯ 𝑠𝑁𝑁−1 0

]   ⋯ [수식 7]  

(단, 𝑠𝑖𝑗는 계열사 𝑖가 보유한 계열사 𝑗의 지분율) 

 

이 재벌의 총수일가가 N개의 계열사에 각각 보유 중인 직접지

분율 벡터(vector) 𝑓는 다음과 같다. 

𝑓 = [𝑓1 𝑓2  ⋯ 𝑓𝑁]′   ⋯ [수식 8] 

만일 계열사 𝑖가 1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𝑑′𝑖는 i번째 

                                           

49 이하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도출 과정은 Almeida et al.(2011). pp. 

452-453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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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1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총수일가는 𝑓′𝑑𝑖를,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들은 𝐴𝑑𝑖를 받게 된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계열사 𝑖에 대해 보유한 실질지분율 𝑢𝑖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𝑢′ = 𝑓′(𝐼𝑁 − 𝐴)−1   ⋯ [수식 9] 

(단, 𝐼𝑁는 𝑁 × 𝑁인 항등행렬이며 𝑢 = [𝑢1 𝑢2 ⋯ 𝑢𝑁]) 

 

분석 시에는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로도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통제변수로는 계열사가 소속된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자본

이나 기타 유휴 자원 등을 활용할 여력이 커서 비관련다각화가 많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집단의 크기를 분석 모형에 투입

한다. 기업집단의 규모는 계열사 i가 속한 재벌 g의 자본총액을 자

연로그값으로 변환한 값(𝑙𝑛자본총액
𝑔

)으로 나타내었다. 반면 총수일

가가 출자할 경우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수일가

가 많이 출자한 계열사의 경우 계열사 출자를 많이 받는 계열사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 규모도 회귀분

석 시 통제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 i의 자본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𝑙𝑛자본금
𝑖
)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신설 계열

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 측정 시 자본금을 이용하였고, 기

업집단의 규모는 다각화에 필요한 여유 자금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

하여 자본금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을 더한 자본총액으로 측

정하였다.  

또 신설 계열사 𝑖가 지정일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상장기업이면 1, 비상장기업이면 0)와 총자산순

이익률(𝑅𝑂𝐴𝑖)도 각각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계열사 𝑖가 속

한 재벌 g가 영위하는 업종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당기

순이익률(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이

유는 재벌 g의 주력 업종의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 비주력 

업종에 진출하기 보다는 주력 업종 중심으로 관련다각화를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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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력 업종의 수익성이 

높으면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연관산업으로 사업영역 팽창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주력 업종의 수익성이 높아 많은 이익을 볼수록 

여유자금이 더 많이 발생하여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주력 업종

으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매출액 비중 

1위 업종의 당기순이익률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같은 변수의 구성과 각각의 측정 방식은 [표 5-2]로 정리

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5-3]에 요약하였다.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인 신설 계열사 중 해당 기업이 소속된 

재벌의 매출액 상위 1,2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주력 업종인 기업은 약 

86.9%). 또 신설된 계열사 중 다른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

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비율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분석 기간인 2001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신설된 계열

사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특정 서비스 업종들로 진

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신설 계열사가 지정일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비율은 극히 낮았으며(약 2.7%) 설립된 해에 해당 연도 말까

지 거둔 수익성의 평균값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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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2] 연구문제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방법 

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

속

변

수 

비주력 업종 더미 

(𝐷𝑖) 

모형1 

신설 계열사 𝑖의 영위 업종이 소속 재

벌 𝑔의 매출액 비중 상위 1,2위 업종

과 일치하면 0(𝐷𝑖=0), 

일치하지 않으면 1(𝐷𝑖=1) 

모형2 

신설 계열사 𝑖의 영위 업종이 사업 지

원 성격의 서비스업이면 1(𝐷𝑖=1),  

그렇지 않으면 0 (𝐷𝑖=0) 

독

립

변

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신설 계열사 𝑖에 대해 총수일가50가 보

유한 실질지분율 

통

제

변

수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신설 계열사 𝑖의 자본금(지정일 직전 

연도 말 기준)을 로그 변환한 값 

기업집단의 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신설 계열사 𝑖가 소속된 재벌 𝑔 의 자

본총액(지정일 직전 연도 말 기준)을 

로그 변환한 값 

상장 여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신설 계열사 𝑖가 상장 회사이면 1 

비상장회사이면 0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신설 계열사 𝑖의 자산총액 대비 당기

순이익 비중(지정일 직전 연도 말 기

준) 

매출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재벌 𝑔의 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업종 

중 매출액 비중 1위 업종의 매출액 대

비 당기순이익(지정일 직전 연도 말 

기준) 

                                           

50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총수일가’는 재벌의 동일인과 그 배우자, 동일인

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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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3] 연구문제 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주력 업종 더미(1) 

(매출액 상위 1,2 위 

업종이 아니면 1) 

931 0.869 0.338 0 1 

비주력 업종 더미(2)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면 1) 

931 0.480 0.500 0 1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931 0.222 0.236 0 1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931 7.623 2.518 0 14.557 

기업집단 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931 14.684 1.035 11.862 16.334 

상장 여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931 0.027 0.162 0 1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931 -0.051 0.259 -4.214 1.293 

매출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931 0.033 0.057 -0.426 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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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모형 1은 [표 5-4]로, 모형 2

는 [표 5-5]로 정리하였다. 전체 매출액 중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주력 업종 여부를 구분한 모형 1의 경우 계열사의 규모

( 𝑙𝑛자본금
𝑖
)와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 매출 1위 업종의 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이 종속변수인 비주력 업종 더미와 부(-)의 상관관계

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비주력 업종으로 

본 모형 2의 경우 모형 1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 매출 1위 업종의 당기순이익률이 각각 종속변수인 비주

력 업종 더미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1과 달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비주력 업종 더미 사이에 정

(+)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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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4] (연구문제 2) 모형 1 변수 간 상관관계 

 비주력 업종더미 𝑢𝑙𝑡𝑖 𝑙𝑛자본금
𝑖
 𝑙𝑛자본총액

𝑔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𝑅𝑂𝐴𝑖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비주력 업종더미 
(매출액 비중 기준) 

1       

총수일가실질지분율(𝑢𝑙𝑡𝑖) 0.0794 1      

기업 규모(𝑙𝑛자본금
𝑖
) -0.1787*** -0.0963*** 1     

기업집단 규모(𝑙𝑛자본총액
𝑔
) 0.0401 -0.2218*** 0.1024 1    

상장 여부 더미(𝑙𝑖𝑠𝑡𝑒𝑑) -0.0733** -0.0458 0.1560 0.0315 1   

기업 수익성(𝑅𝑂𝐴𝑖) 0.0394 -0.0068 0.0724** 0.0955*** 0.0463 1  

매출1위업종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0.0960*** 0.0095 0.0481 0.0260 0.0332 0.0332 1 

주) *p< .10 **p< .05 ***p< .01 

[표 ５-5] (연구문제 2) 모형 2 변수 간 상관관계 

 비주력 업종더미 𝑢𝑙𝑡𝑖 𝑙𝑛자본금
𝑖
 𝑙𝑛자본총액

𝑔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𝑅𝑂𝐴𝑖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비주력 업종더미 
(사업지원서비스업기준) 

1       

총수일가실질지분율(𝑢𝑙𝑡𝑖) 0.1075** 1      

기업 규모(𝑙𝑛자본금
𝑖
) -0.1628*** -0.0963*** 1     

기업집단 규모(𝑙𝑛자본총액
𝑔
) -0.0538 -0.2218*** 0.1024*** 1    

상장 여부 더미(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931*** -0.0458 0.1560*** 0.0315 1   

기업 수익성(𝑅𝑂𝐴𝑖) 0.0209 -0.0068 0.0724** 0.0955*** 0.0463 1  

매출1위업종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0.0798** 0.0095 0.0481 0.0260 0.0332 0.0332 1 

주) *p< .1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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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립가설 검증: 신설 계열사의 위험이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에 미치는 영향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수준에 따라 총수일가가 

실질지분율을 결정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𝑢𝑙𝑡𝑖 = 𝛽0 + 𝛽1𝑅𝑖𝑠𝑘𝑗 + ∑ 𝛽𝑘𝑋𝑖𝑘

5

𝑘=2

+ 𝜖𝑖    ⋯ [수식 10] 

단, 𝑗 는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 (1, 2, ⋯, n) 

 

𝑢𝑙𝑡𝑖 : 신설 계열사 𝑖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지분율 

β
0
: 상수항 

𝑅𝑖𝑠𝑘𝑗 :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 j의 평균 위험수준 

𝑋𝑖𝑘 : 통제변수 

𝜖𝑖 : 오차항 

 

종속변수는 신설 계열사  𝑖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지분

율이며, 독립변수는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 수준이

다.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 크기는 선행 연구들(김

동회 외2010; 박경서·정찬식, 2015; 장세진, 2003;)을 참고하여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연도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51을 

구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표준편차를 측정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외에 총자산이익률(ROA)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51  신설 계열사에 출자하는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기업에 출자한 지분으로

부터 얻는 이익의 변동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기자본 대비 기업

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의 표준편차로 위

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본 대립 가설의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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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ROE의 평균과 그 표준편차를 측정하는 기간은 분석 대

상 계열사의 신설 연도를 t기라고 할 때 신설되기 전인 t~4기부터 

t기까지(과거 5년간, 모형 3-1), t-2기부터 t기까지(과거 3년간, 

모형 3-2), t-2기부터 t+2기까지(설립 전후 5년간, 모형 3-3), 

t-1기부터 t+1기까지(설립 전후 3년간, 모형 3-4) 등으로 설정하

고, 각 기간 동안 도출된 표준편차들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결과들

을 비교하였다. 산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랐으며,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연도별 ROE 평균을 구한 후 

일정 기간별로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자본금으로 측정한 기업의 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와 해

당 기업이 소속된 재벌의 기업집단 규모(𝑙𝑛자본총액
𝑔
), 기업의 부채

비율(𝐿𝑒𝑣𝑖 ),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 신설 계열사 i가 진출하는 산업의 

평균 ROE(또는 평균 ROA) 등을 포함하였다. 대립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모형에 투입하는 변수들의 측정방법은 [표 5-6]에 요약하였

다. 그리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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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6] 대립가설 분석모형의 변수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신설 계열사 𝑖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

한 실질지분율52 

독립변수 
산업의 위험수준 

(𝑅𝑖𝑠𝑘𝑗)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 j에 속

한 외감 이상 기업들이 얻은 연도별 

평균 ROE의 표준편차 

-표준편차 도출 기간: 

설립 연도를 t라고 할 때 

t-4 ~ t (모형 3-1) 

t-2 ~ t (모형 3-2) 

t-2 ~ t+2 (모형 3-3) 

t-1 ~ t+1 (모형 3-4) 

통제변수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신설 계열사 𝑖의 자본금의 로그 변환값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신설 계열사 𝑖가 소속된 재벌 𝑔의 자

본총액의 로그 변환값  

상장 여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신설계열사 𝑖가 상장회사이면 1,  

비상장회사이면 0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신설 계열사 𝑖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

산총액) 

산업의 수익성 

(𝑅𝑂𝐸𝑗) 

신설 계열사 𝑖가 진출하는 산업 j에 속

한 외감 이상 기업들이 얻은 ROE의 

평균 

- 평균 도출 기간: 표준편차 도출 

기간과 각각 대응되도록 측정 

 

                                           

52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본 논문 pp. 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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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7] 대립가설 분석 모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업별 위험수준 

(ROE의 표준편차) 
     

 
t-4 ~ t  7.45 8.76 0.49 79.76 

 
t-2 ~ t  6.14 8.48 0.12 79.76 

 
t-2 ~ t+2  6.83 8.13 0.28 99.43 

 
t-1 ~ t+1  5.50 8.58 0.03 135.70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931 7.98 3.00 0 16.55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931 14.68 1.03 11.86 16.33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931 0.03 0.16 0 1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916 0.29 0.34 0 2.64 

산업별 수익성 

(ROE 평균) 
     

 
t-4 ~ t  2.12 12.20 -82.18 32.87 

 
t-2 ~ t  2.58 12.69 -72.11 33.93 

 
t-2 ~ t+2  2.78 10.87 -34.75 26.92 

 
t-1 ~ t+1  3.27 11.72 -58.49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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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1.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의 상관성 분석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할 확률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다. 총수일가가 기업규모가 작더라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비주력 업종 영위 기업을 만들어서 이 계

열사를 터널링에 이용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신설 계열사 i가 영위하는 업종이 소속 재벌의 매출액 상

위 1,2위 업종에 해당하면 주력 업종(𝐷𝑖=0)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 

보다 매출액 비중이 낮은 업종에 해당하면 비주력 업종(𝐷𝑖=1)을 영

위하는 것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해 보

았다(모형 1). 분석 결과 모형 1-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총수일가

의 실질지분율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신설 기업이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할 Odds ratio가 3.692인 것으로 나타났다(𝛽 = 1.31). 즉 신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충적으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대신 직

접지분율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모형 1-2) 총수일가

의 직접지분율과 해당 기업의 비주력 업종 진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본다. Odds ratio가 1보다 작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직접

지분율을 투입한 모든 모형에서 신설 계열사 𝑖의 규모에 대한 Odds 

ratio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모형 1-1: 

0.783, 모형 1-2: 0.778)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주력 업종을 영

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

은 재벌들의 주력 업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인 것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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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보면 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신설 계열사의 규모 역시 커야 

할 것이다. 반면 신설 계열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규모의 경우 

Odds ratio가 모형 1-1에서는 1.268, 모형 1-2에서는 1.201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신설 계열사 𝑖가 비

주력 업종에 진출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소속 재벌의 내부 자본 규모가 클수록 계열사를 신설할 여

유자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설 계열

사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과 해당 계열사의 수익성 사이에도 

10%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할 확률과 해당 계열사가 

소속된 재벌이 영위하는 업종 중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의 당기순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두 모형 모두 Odds ratio가 0.007

임). 주력 업종의 수익성이 낮으면 주력 업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주력 업종의 수익성이 높을 

경우 굳이 다른 사업영역으로 진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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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５-8]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

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모형 1) 

(종속변수: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매출액 비중 기준53) 영위 여부) 

 1-1 1-2 

Odds ratio 

(Coef.) 
Std.Err. 

Odds ratio 

(Coef.) 
Std.Err.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3.692** 
(1.31**) 

2.098   

총수일가 

직접지분율 
  

2.108 
(0.75) 

1.354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783*** 
(-0.24***) 

0.038 
0.778*** 

(-0.25***) 
0.038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1.268** 
(0.24**) 

0.125 
1.201* 
(0.18*) 

0.114 

상장 여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753 
(-0.28) 

0.382 
0.711 

(-0.34) 
0.362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1.772* 
(0.57*) 

0.564 
1.784* 
(0.58*) 

0.566 

매출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0.007*** 
(-4.96***) 

0.013 
0.007*** 

(-4.91***) 
0.014 

상수항 
1.455 
(0.38) 

2.148 
4.293 
(1.46) 

5.973 

 obs. = 931 obs. = 931 

Log likelihood = -334.97 Log likelihood = -337.27 

Pr>chi2= 0.0000 Pr>chi2= 0.0000 

Pseudo R2=0.0736 Pseudo R2=0.0672 

주) *p< .10  **p< .05  ***p< .01 

                                           

53 신설 계열사 i가 영위하는 업종이 소속 재벌의 매출액 상위 1,2위 업종

에 해당하면 주력 업종(𝐷𝑖 =0)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 보다 매출액 비중이 

낮은 업종에 해당하면 비주력 업종(𝐷𝑖=1)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분한 더미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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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계열사가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비주력 

업종(𝐷𝑖 =1)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력 업종

(𝐷𝑖 =0)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로

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로짓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한 단위 증가하면 신설 기업이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Odds ratio

가 2.165로 나타났다(𝛽=0.77). 다시 말해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이 높을수록 신설 기업이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확률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모형 2-1).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물류, 광고 대행업, 

SI(system integration)업종 등 일감몰아주기가 많이 일어나는 업

종들인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진출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을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가

능성을 모형 1의 분석 결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질지분율이 아니라 직접지분율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경우에도(

모형 2-2) Odds ratio가 3,634로 추정되어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

이 신설 계열사가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𝛽=1.29). 이는 총수일가

가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설 기업들에 대해 직접 출자한 비

율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되나 엄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통제변수들이 신설 계열사의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매

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비주력 업종을 구분했던 모형 1과 마찬가지

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주력 업종인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확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들은 비상장기업일 확률이 높았으

며, 기업집단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당기순이익률이 높

을수록 비주력 업종인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집단의 

규모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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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9]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모형 2) 

(종속변수: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사업 서비스업54) 영위 여부) 

 2-1 2-2 

Odds ratio 

(Coef.) 
Std.Err. 

Odds ratio 

(Coef.) 
Std.Err.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2.165*** 
(0.77***) 

0.644   

총수일가 

직접지분율 
  

3.634*** 
(1.29***) 

1.350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888*** 
(-0.12***) 

0.025 
0.886*** 

(-0.12***) 
0.025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0.962 
(-0.04) 0.065 

0.946 
(-0.06) 

0.062 

상장 여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347** 
(-1.06**) 

0.181 
0.311** 

(-1.17**) 
0.163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1.369 
(0.31) 

0.367 
1.337 
(0.29) 

0.357 

매출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𝑟_𝑛𝑒𝑡𝑝𝑟𝑜𝑓𝑖𝑡1) 

0.062** 
(-2.79**) 

0.076 
0.069** 

(-2.67**) 
0.085 

상수항 
3.848 
(1.35) 

3.898 
5.524* 
(1.71*) 

5.416 

 obs. = 931 obs. = 931 

Log likelihood = -622.19 Log likelihood = -618.74 

Pr>chi2= 0.0000 Pr>chi2= 0.0000 

Pseudo R2=0.0347 Pseudo R2=0.0401 

주) *p<.10  **p< .05  ***p< .01 

                                           

54 신설 계열사 i가 영위하는 업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비주력 

업종(𝐷𝑖 =1)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 외 업종에 해당하면 주력 업종(𝐷𝑖 =1)

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분한 더미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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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확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을수록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을 

영위할 확률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할 때 총수일가는 계열사가 영위할 업종에 따라 자신들이 직접 

출자할 규모와 다른 계열사들의 출자 방식(어떤 계열사들이 얼만큼 

출자할 것인지)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실질지분율을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설 계열사를 통한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신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다른 동기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총수일가가 터널링 목적으로 신설 기업에 대한 

실질지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risk taking) 

하려는 의도에서 신설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실질지분율을 

결정하는지 검증하고 어떤 가설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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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립가설 검증: 신설 계열사의 위험이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에 미치는 영향  

대립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는 산업

에 속한 기업들의 ROE 평균과 일정 기간 동안 산업별 평균의 표준

편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당 산업의 위험수준으로 간주하

여 독립변수로 놓고 종속변수인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

증하기 위해 산업별 ROE의 표준편차를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측정

하였는데 모형 3-1부터 모형 3-4는 산업별 ROE의 표준편차를 측

정한 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설립 연도(t기)로부터 과거 5년 간(모형 3-1), 과거 

3년 간(모형 3-2), 설립 전후 5년 간(모형 3-3) 측정한 산업 

ROE의 표준편차는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립 전후로 3년 간(모

형 3-4) 측정한 ROE의 표준편차는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𝛽=-0.002).  

만일 대립가설대로 신설 계열사가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예측될 

때 총수일가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risk taking)하기 위해 자신의 

실질지분율을 설정한다면 해당 산업의 위험수준이 높을수록(산업 

ROE 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의 위험 수준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립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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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10] 산업별 영업위험(ROE의 표준편차)이 해당 산업에 진출한 신

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1 3-2 3-3 3-4 

산업 𝑅𝑖𝑠𝑘1 

(t-4 ~ t기) 

-0.000 
(0.001) 

   

산업 𝑅𝑖𝑠𝑘2 

(t-2 ~ t기) 
 

-0.000 
(0.001) 

  

산업 𝑅𝑖𝑠𝑘3 

(t-2 ~ t+2기) 
  

-0.000 
(0.001) 

 

산업 𝑅𝑖𝑠𝑘4 

(t-1 ~ t+1기) 
   

-0.002*** 

(0.001)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006** 
(0.003) 

-0.006** 
(0.003) 

-0.007** 

(0.003) 

-0.006* 

(0.003)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0.048*** 
(0.007) 

-0.047*** 
(0.007) 

-0.048*** 

(0.007) 

-0.047*** 

(0.007)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0.079*** 
(0.026) 

0.082*** 
(0.026) 

0.080*** 

(0.026) 

0.081*** 

(0.026)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39 

(0.030) 
-0.041 

(0.030) 

-0.039 

(0.030) 

-0.040 

(0.029) 

산업 수익성1 

(t-4 ~ t기) 
0.000 

(0.001) 
   

산업 수익성2 

(t-2 ~ t기) 
 

0.000 
(0.001) 

  

산업 수익성3 

(t-2 ~ t+2기) 
  

0.000 
(0.001) 

 

산업 수익성4 

(t-1 ~ t+1기) 
   

-0.000 

(0.001) 

상수항 0.955*** 
(0.107) 

0.945*** 
(0.107) 

0.964*** 
(0.107) 

0.948*** 
(0.107) 

 

Obs.=900 

Pr>F=0.000 

R2=0.0655 

Obs.=896 

Pr>F=0.000 

R2=0.0653 

Obs.=908 

Pr>F=0.000 

R2=0.0670 

Obs.=899 

Pr>F=0.000 

R2=0.0687 

주1)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주2) *p< .1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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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대신 ROA를 이용하여 산업의 위험수준을 측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11]) 설립 연도로부터 과거 5년 간 측

정한 ROA의 표준편차를 투입한 모형 3-5에서는 산업별 위험수준

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

다. 반면 나머지 모형들(모형 3-6 ~ 3-8)은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과 산업의 위험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려는 

산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변동이 커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총수일가는 실질지분율을 낮추는 행태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총수일가가 위험을 감수해가며 신

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기피적인 투자 태도를 갖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도 기업에 대

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위험 기피적인 행태

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으나 내생성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신설 

계열사의 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설립 이전과 설립 전후의 산업별 

위험수준을 측정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총수일가의 위험기피적인 출자 행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에 

실질지분율을 높게 설정하려는 동기가 risk taking 때문일 것이라는 

대립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산업의 위험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수

익이 보장되는 업종에 진출하는 계열사일수록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이 높게 나타나는 듯한 결과(모형 3-4, 모형 3-6~8)는 오히려 

터널링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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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11] 산업별 영업위험(ROA의 표준편차)이 해당 산업에 진출한 신

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5 3-6 3-7 3-8 

산업 𝑅𝑖𝑠𝑘1 

(t-4 ~ t기) 

-0.236 
(0.288) 

   

산업 𝑅𝑖𝑠𝑘2 

(t-2 ~ t기) 
 

-0.315* 
(0.189) 

  

산업 𝑅𝑖𝑠𝑘3 

(t-2 ~ t+2기) 
  

-0.552*** 
(0.212) 

 

산업 𝑅𝑖𝑠𝑘4 

(t-1 ~ t+1기) 
   

-0.553*** 

(0.167)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007** 
(0.003) 

-0.007** 
(0.003) 

-0.006** 

(0.003) 

-0.006** 

(0.003)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0.050*** 
(0.007) 

-0.050*** 
(0.007) 

-0.050*** 

(0.007) 

-0.049*** 

(0.007)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0.078*** 
(0.026) 

0.079*** 
(0.026) 

0.079*** 

(0.026) 

0.077*** 

(0.026)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45 

(0.028) 
-0.046 

(0.028) 

-0.049* 

(0.028) 

-0.050* 

(0.029) 

산업 수익성1 

(t-4 ~ t기) 
0.416 

(0.254) 
   

산업 수익성2 

(t-2 ~ t기) 
 

0.507** 
(0.237) 

  

산업 수익성3 

(t-2 ~ t+2기) 
  

0.616** 
(0.273) 

 

산업 수익성4 

(t-1 ~ t+1기) 
   

-0.440* 

(0.247) 

상수항 0.982*** 
(0.105) 

0.977*** 
(0.106) 

0.983*** 
(0.106) 

0.968*** 
(0.106) 

 

Obs.=916 

Pr>F=0.000 

R2=0.0710 

Obs.=916 

Pr>F=0.000 

R2=0.0746 

Obs.=916 

Pr>F=0.000 

R2=0.0768 

Obs.=916 

Pr>F=0.000 

R2=0.0749 

주1) 괄호 안의 값은 Robust Standard Error임. 

주2) *p< .10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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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 장에서는 재벌들이 비주력 업종으로 계열사를 진출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온 동기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

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신설 계열

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30대 이내의 재벌 계열사 중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에 새로 계열 

편입된 기업들 중 신설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력·비주력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i)소속 재벌의 업종별 매

출액 비중 기준 상위 2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ii)다른 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여부

로 나누어 각각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각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삼

어 분석해 보았다. 로짓모형 분석 결과 재벌이 새로 설립한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신설 계열사는 비

주력 업종으로 진출하였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주력·비주력 업종 구분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도출

되었다. 

신설 계열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가 

터널링이 아니라 계열사의 위험을 부담하려는(risk taking) 동기 때

문일 수 있다는 대립가설도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신설 계열사가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 수준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

려 부(-)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어 이러한 대립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실증 분석 결과들은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의 설득력을 강화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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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과 내부거래 

간 상관관계 

제 1 절 연구의 설계 

 

1. 분석 방법 

제5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실

질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은 소속 재벌의 주력 업종이 아닌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비

주력 업종으로 진출한 신설 계열사에게로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일

감몰아주기나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같은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

는 것이 밝혀진다면 재벌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비주력 

업종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터널링 가설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정 업종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더 많

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55에 따

르면 최근 3년 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기업들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부동산업(L6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전문 서비스업(M71)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이 대표적

이다. 

자산규모 30위 이내 재벌에 2010년부터 2017년사이에 새로 

편입된 신설 계열사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계열 

                                           

55 공정거래위원회. 2018.10.10 배포 보도자료.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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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된 426개 신설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20% 이상

인 155개의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그림 6-1]) 표준산업분

류의 중분류 기준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35), 도∙소매

업(G46) 및 상품중개업(G47), 부동산업(L68), 전문서비스업

(M7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을 영위하는 기업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50%를 상회하는 신설 계열사들은 40개였으며, 그 중 사업지원 서

비스업(M71)을 영위하는 계열사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30위 이내 재벌에 새로 편입된 

신설 계열사들이 계열 편입 후 2년 동안 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상인 8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

면 사업지원 서비스업(N75)을 영위하는 기업의 수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총수일가 실질지분율이 20%이상이면서 내부거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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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 총수일가 실질지분율이 20% 이상인 신설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단위: 기업 수)

[Figure 6-1] (2010-2017)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20% 이상인 신설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 

[그림 ６-1] 총수일가 실질지분율이 20% 이상인 신설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단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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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비중이 30%이상인 신설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8개 관측

되었는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2개에 불과

하고, 사업시설관리(N74)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75)이 각각 3개

와 4개, 부동산업(L68), 전문서비스업(M71),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업(H52)이 각각 2개씩인 것으로 나타나 광의의 서비스업에 해

당하는 업종들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６-2]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신설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 (단위: 기업 수)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재벌 계열사들

이 특정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제5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과감한 전략이나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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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터널링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총수일가

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비상장 신설 계열사들의 경우 다른 계

열사들이 신설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줘서 규모를 성장시키거나 성

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 후 추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총수일가가 

그 차익을 승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로가 대표적인 터널링 방식으

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설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내부거래로 거둬들인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감몰아주기를 나타내는 대리변수

로 이용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재벌 소속 계열사들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가 제공되는 201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이다. 분석 대상은 제5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 이내 재벌들이 신규 설립한 

계열사들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할 때에는 

인수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기업의 사업 품목, 거래 상대방, 그에 따

른 예상 실적 등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더 많

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분석 모형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가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로 거둬들이는 매출액 비중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아래

와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 𝛼 + 𝛽1𝐷𝑖 + ∑ 𝛽𝑘𝑋𝑖𝑘

5

𝑘=2

+ 𝜖𝑖   ⋯[수식 11] 

단, 𝑖 는 기업(1, 2,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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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 신설 계열사 𝑖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를 통해 거둔 매출액의 비중 

α: 상수항 

𝐷𝑖: 신설 계열사 𝑖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더미변수) 

𝑋𝑖𝑘 : 통제변수 

𝜖𝑖 : 오차항 

 

종속변수인 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는 신설 계열사 𝑖가 처음으로 재벌 𝑔에 편

입되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처음 기재된 연도(t기)의 기말 기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과 다음 사업연도(t+1기) 말 기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계열사  𝑖가 설립 

후 재벌 𝑔의 ‘소속회사 개요’에 처음 기재된 해의 사업연도 말 내부

거래 매출액 비중과 1년 후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을 평균한 값이 

종속변수이다.  

예를 들어 재벌 𝑔가 새로 설립한 계열사 𝑖의 설립 일자가 2010

년 3월 1일이어서 같은 해 4월 1일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공시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듬해 2011년 연1회 공시되는 1/4분기용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2010년 12

월) 상품∙용역 거래 및 내부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설

립 후 처음 소속회사 개요에 나타난 해를 t기라고 하면 t기와 t+1기 

사업연도 말 기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하

는 것이다. 설립 첫 해에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다수 발

견되기 때문에 설립 첫 해 동안의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과 그 다음

해의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의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부거

래 매출액 비중을 평균하는 기간을 2년보다 더 늘려서 분석하거나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경우 보다 정밀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럴 경우 결측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2년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신설 계열사 𝑖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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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변수(𝐷𝑖)이다. 비주력 업종 더미는 해당 계열사가 영위하는 업종

이 재벌 𝑔의 주력 업종과 일치하면 0의 값을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

으면 1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성하였다. 주력업종 여부는 제5

장과 마찬가지로 i)재벌 𝑔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 상위 1,2위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 주력 업종, 그렇지 않으면 비주력 업종으로 

간주하는 방법, ii)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서비스업(사

업서비스업)인 경우 비주력 업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주력 업종

으로 간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의 

비주력 업종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각각의 더미 변수를 투입하여 

두 차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６-1] 연구문제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

속

변

수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

(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설립 연도(t기) 및 이듬해(t+1기) 사업연

도 말 기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값 

독

립

변

수 

비주력 업종 더미 

(𝐷𝑖) 

모형 1 

신설 계열사 𝑖의 영위 업종이 소속 재벌 

𝑔의 매출액 비중 상위 1,2위 업종과 일치

하면 0(𝐷𝑖=0), 일치하지 않으면 1(𝐷𝑖=1) 

모형 2 

신설 계열사 𝑖의 영위 업종이 사업 지원 

성격의 서비스업이면 1(𝐷𝑖=1), 그렇지 않

으면 0 (𝐷𝑖=0) 

통

제

변

수 

기업규모 

(ln자본금
𝑖
) 

신설 계열사 𝑖의 t기 말 기준 자본금의 로

그변환값 

기업집단규모 

(ln자본총액
g
) 

신설 계열사 𝑖가 소속된 재벌 𝑔의 t기 말 

기준 자본총액의 로그변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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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신설 계열사 𝑖의 t기 말 기준 부채비율(부

채총액/자산총액)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신설 계열사 𝑖가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𝑅𝑂𝐴𝑎𝑖 
신설 계열사 𝑖의 t기 및 t+1기 

총자산순이익율의 평균값 

 

 

통제변수로는 분석대상이 신설 기업임을 감안하여 자본금에 자

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한 기업규모(𝑙𝑛자본금
𝑖
 )와 해당 계열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전체의 자본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나타

낸 기업집단 규모(𝑙𝑛자본총액
𝑔

 )를 투입하였다. 또 기업의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 부채비율(𝐿𝑒𝑣𝑖) , 상장 여

부 더미(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총자산순이익률의 2년치 평균으로 측정한 기업의 

수익성(𝑅𝑂𝐴𝑎𝑖 ) 등을 포함하였다. 이 중 수익성 변수는 내부거래 매

출액 비중을 측정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t ~ t+1기의 ROA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6-2]와 

같다. 그리고 [표 6-3]과 [표 6-4]는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생성한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1과 사업서비스업 여부

를 기준으로 생성한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2에 투입

된 변수간 상관관계를 각각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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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６-2] 연구문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426 0.164 0.318 0 1 

비주력 업종 더미(1) 

(재벌 g 의 매출액 1,2 위 

업종이 아니면 1) 

426 0.871 0.336 0 1 

비주력 업종 더미(2)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1) 
426 0.491 0.500 0 1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i
) 

426 7.509 2.637 0.000 13.528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g

) 
426 14.839 0.980 12.304 16.334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418 0.259 0.331 0.000 1.608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426 0.021 0.144 0.000 1.000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𝑎𝑖) 

426 -0.109 0.758 --14.39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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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６-3] (연구문제 3) 모형 1의 변수 간 상관관계 

 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𝐷𝑖 𝑙𝑛자본금
i
 𝑙𝑛자본총액

g
 𝐿𝑒𝑣𝑖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𝑅𝑂𝐴𝑎𝑖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1       

비주력 업종 더미(𝐷𝑖)  
(매출액 비중 기준) 

0.0840* 1    
 

 

기업규모(𝑙𝑛자본금
i
) -0.0026 -0.1387*** 1     

기업집단규모(𝑙𝑛자본총액
g

) 0.1447*** 0.0874* 0.0583 1    

부채비율(𝐿𝑒𝑣𝑖) 0.0887* 0.0218 -0.0481 0.0218 1   

상장 여부(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182 -0.0408 0.0182 0.0029 0.0880* 1  

기업 수익성(𝑅𝑂𝐴𝑎𝑖) 0.0751 -0.0101 0.0581 0.1214** 0.0374 0.0244 1 

주) *p<.10 **p<.05 ***p<.01 

 
[표 ６-4] (연구문제 3) 모형 2의 변수 간 상관관계 

 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𝐷𝑖 𝑙𝑛자본금
i
 𝑙𝑛자본총액

g
 𝐿𝑒𝑣𝑖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𝑅𝑂𝐴𝑎𝑖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𝑖𝑛𝑡𝑒𝑟𝑛𝑎𝑙𝑖) 1       

비주력 업종 더미(𝐷𝑖) 
(사업서비스업 기준) 

0.1774*** 1    
 

 

기업규모(𝑙𝑛자본금
i
) -0.0026 -0.1013** 1     

기업집단규모(𝑙𝑛자본총액
g

) 0.1447*** -0.1189** 0.0583 1    

부채비율(𝐿𝑒𝑣𝑖) 0.0887* 0.0249 -0.0481 0.0218 1   

상장 여부(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182 -0.0789 0.0182 0.0029 0.0880* 1  

기업 수익성(𝑅𝑂𝐴𝑎𝑖) 0.0751 -0.0245 0.0581 0.1214** 0.0374 0.0244 1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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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가 내부거래로 거두는 매

출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OLS 모형으로 분석한 추정결과를 [표 

6-5]에 제시하였다.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인 동분산

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오차를 조정하여 이분산이 수정

된 검정통계량을 보고한다. 

먼저 신설 계열사의 영위 업종이 소속된 재벌의 매출액 상위 2

대 업종과 일치하면 주력 업종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주력 업종으로 

구분한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비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계

열사에 비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10% 유의수준에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𝛽 = 0.067). 즉 재벌의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한 신설 

계열사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설립 후 2년동안 주

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들에 비해 매출액의 더 많은 부분

을 내부거래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신설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거두는 매출

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𝛽 = 0.044).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내

부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많아져 내부거래의 기회와 규

모가 더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 2는 물류업이나 시스템통합관리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

설관리업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다른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면 비주력 업종으로 간주하는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내부거래 매출

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

사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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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β = 0.127). 

 

[표 ６-5]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

액 비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t ~ t+1기에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 비중의 평균) 

 
모형 1 모형 2 

Coef. 

(t-value) 

Robust 

Std. Err. 

Coef. 

(t-value) 

Robust 

Std. Err. 

비주력 업종 더미 
0.067* 
(1.96) 

0.034 
0.127*** 

(4.07) 
0.031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i
) 

-0.003 
(-0.51) 

0.006 
-0.002 
(-0.33) 

0.006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g
) 

0.044*** 
(2.65) 

0.017 
0.053*** 

(3.24) 
0.016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0.078 
(1.62) 

0.048 
0.074 
(1.56) 

0.047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𝑖) 

0.011 
(0.08) 

0.150 
0.037 
(0.28) 

0.134 

수익성 

(𝑅𝑂𝐴𝑎𝑖) 

0.025 
(1.52) 

0.016 
0.025* 
(1.77) 

0.014 

상수항 
-0.531** 
(-2.21) 

0.240 
-0.687*** 

(-2.83) 
0.243 

 

obs.=418 

𝑃𝑟 > 𝐹= 0.0049 

R2= 0.0376 

obs.=418 

𝑃𝑟 > 𝐹= 0.0001 

R2= 0.0712 

 

 

주) * p >.10  **p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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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의 정의 자체가 물류, SI, 광고, 부동산 및 시설 관

리 등과 같이 다른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고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소속 재벌의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한 갓 설립된 계

열사로 일감몰아주기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소결 

 

제6장의 분석 결과는 비주력 업종에 진출한 계열사로 다른 계

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과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확률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여준 제5장의 분석결과와 종합해 볼 때 비주력 업종으

로의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터널링 목적에서 이루어 지고 있

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 재벌들의 승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지분

율(특히 총수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신설 계열사가 설립 초기 

상당한 수준의 일감을 몰아받아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 그 

자체가 기업 성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signal)로 작용하여 향후 승

계에 필요한 부(富)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분석 결과들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의 수단으로

서 추동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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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

종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과거 재벌이 형성되

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관련다각화는 경제개발연대에 정부가 추진

했던 경제개발정책으로부터 크게 영향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특

히 혈연주의 문화에 따른 경영권 승계 동기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관련 규제 역시 비

관련다각화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을 

설명하는 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

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재벌 중 30위 이내의 재벌

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재벌의 소

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인 출자총액제한규제와 지주회

사전환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를 낮추는 효과

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계의 지

속적인 요청으로 2007년 대폭 완화되었다가 2009년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정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로의 자발적 전환을 유

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그런데 2006

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지수가 일반 기업집단에 비

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제도적 요인의 변화 속

에서도 지속적으로 비관련다각화를 추진해왔음을 의미하며 정부가 

추구했던 재벌의 과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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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재벌들이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추진해 온 동기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수일가의 실질지분

율과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0대 이내 재벌들이 분석

기간(2001~2018)동안 신설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

벌이 새로 설립한 기업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

록 그 신설 기업은 소속 기업집단의 주력 업종이 아닌 비주력 업종

으로 진출하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업종을 매출액 

기준과 업종의 성격(사업 서비스업)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

였는데 주력 업종 구분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총수일가가 신설 기업의 실질지분율을 높게 설정하는 이유

가 터널링이 아니라 risk taking에 있을 수 있다는 대립가설을 검증

해 보았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신설 기업이 진출하는 산업의 위

험수준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어 이러

한 대립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총수일가가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는 신설 계열사들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터널링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기업으로 일감몰

아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신설 기업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신설 계열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을수록 신설 계열사가 비주력 업종

을 영위할 확률이 높다는 제5장의 분석결과와 종합해 볼 때 총수일

가는 규모가 작고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   

위주로 출자하며, 다른 계열사들이 이 신설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

는 방식으로 터널링이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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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과거 소유권 승계 사례들에 비춰보면 신설 계열사가 설립 

초기에 다른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이

는 것 자체가 당장의 수익성과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긍정

적인 신호(signal)로 작용하여 향후 상장이나 매각을 통해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lmeida 

et al.(2011)에서는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터널링 가설을 기각하였으나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터

널링 동기에 의한 재벌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은 승계와 같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는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가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장치가 미흡한 한국에서는 과도한 다각화와 

터널링으로 기업의 성과나 기업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소수주

주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로 직결된다.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피해와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주력 업종에서 재벌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급속히 성장할 경우 그 

산업에 이미 진출해 있었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내부거래 시장

의 존재는 해당 산업 내 경쟁 강도를 약화시켜 재벌 계열사의 혁신 

및 비용절감 유인도 감소시키고 재무적 펀더멘털(fundamental)의 약

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인해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복홍석, 2014).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각화가 기업성과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화의 유형(관련다각화·비관련다각화)에 따라 

기업성과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 일관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가 승계와 같

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를 법적으로 구분



119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규범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다각화와 그

렇지 않은 디각화를 엄밀히 구분하고 입증해내기도 어려워 결국 불

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비주력 업종으로의 과도한 확장과 터널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도입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국 재벌들의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비춰볼 때 이사회를 통한 총수일가의 

견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신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와 보수 

수준, 계열사 간 인수합병이나 내부거래, 승계와 관련된 중대한 이

슈에 관하여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강력한 비토권(veto right)

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상법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캐나다 일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인

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소수주주들의 찬성을 

얻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Jesse et al., 2018). 이 밖에 이사회

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이사의 1/3 수준으로 대폭 

늘리되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

는 방식’(Majority of Minority rule)을 통해 선임하도록 한 이스라

엘의 경제력집중법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박상인, 2017).  

아울러 총수일가의 터널링 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정책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터널링으로 인해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법률적 비용과 시간을 부담

해가며 내부거래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

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터널링 행위를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우찬·채이배, 2013).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의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의 입증 어려움을 완화하고, 

상장·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간접지분율의 일정 수준을 규

제 대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 또는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 총수

일가 간접지분율의 차이가 일정 수준이상이면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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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지주

회사 행위 제한 규정의 완화 이후 발생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공시 제도를 보완하면

서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한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과 상법상의 특혜(소위 ‘자사주의 마법’)를 부여하였다. 그 결

과 지주회사 체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

배력 행사와 터널링 가능성, 이에 따른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비관련다각화지수

가 일반적인 기업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재벌

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만듦과 동시에 경제력집중을 억

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라면 기업집단 단위로 지주회사 규제

를 받도록 지주회사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출자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총수일가가 터널링을 하기 위해 비주력 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와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외 다양한 터널링 방식을 분석에 반영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

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나 자신의 좋은 사업

기회를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터널링은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한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으로는 포착하기 어

려워 비관련다각화와 터널링 간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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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총수일가

가 비주력 업종으로 계열사를 진출시킨 후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이

전하려는 주요 동기가 2세로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가설을 다루

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중 2세들이 보유한 지분을 분리해내어 그들이 보유한 실질지분율을 

새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총수일가 2세의 실질지분율과 그 기업의 

비주력 업종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

과는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재벌 마다 총수

일가 2세의 연령이나 숫자, 경영참여 수준에 따라 승계 속도와 계열

분리와 같은 승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재벌들이 후계자에게 기업집단의 소유권을 승계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열사 설립과 합병, 계열분리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사례 연구가 보완된다면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와 터널링을 통한 승

계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

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 결측치의 최소화를 위해 설립 후 2년 동안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액 비중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으나 2년치 매출액 평균만으로는 내부거래를 통한 장기적인 부의 

이전 행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벌의 내부거래에 관

한 가용 자료가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기간이 길

지 않았다. 현재 주요 재벌의 유력 후계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

어서 승계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에 설립된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계열사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 내부거래 자료가 장기간 축적된

다면 그 다음 세대로의 승계와 내부거래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분

석의 정밀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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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비주력 업종 더미 구분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 

1. 재벌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 기준 상위 1~3위 업종에 해당하면 

주력 업종(𝐷𝑖 = 0) , 그 밖의 업종이면 비주력 업종(𝐷𝑖 = 1)으로 

분류하는 경우 

1) 신설 계열사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과 비주력 업종 영위 여

부의 상관성 분석 결과(연구문제 2) 

종속변수: 

비주력 업종 더미 

1-1 1-2 

Odds Ratio 
(Coef.) 

Std.Err Odds Ratio 
(Coef.) 

Std.Err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3.418** 
(1.23**) 

1.654   

직접지분율   
2.073 
(0.73) 

1.129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837*** 
(-0.18***) 

0.034 
0.832*** 

(-0.18***) 
0.034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1.359** 
(0.31**) 0.121 

1.292*** 
(0.26***) 

0.111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 

0.684 
(-0.38) 

0.326 
0.641 

(-0.45) 
0.306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1.326* 
(0.28*) 

0.424 
1.332 
(0.29) 

0.425 

매출액 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0.055*** 

(-2.91***) 
0.089 

0.059* 
(-2.83*) 

0.096 

상수항 
0.206 

(-1.58) 
0.273 

0.555 
(-0.59) 

0.695 

 obs. = 931 
Log likelihood = -400.58 

Pr>chi2= 0.0000 
Pseudo R2=0.0517 

obs. = 931 
Log likelihood = -403.25 

Pr>chi2= 0.0000 
Pseudo R2=0.0454 

주) *p<.10 **p<.05 ***p<.01 



131 

2)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 간 상관성(연구문제 3) 

(종속변수: t ~ t+1기에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 비중의 평균) 

 
Coef.    

(t-value) 

Robust  

Std. Err. 

비주력 업종 더미 0.083**   
(2.68) 

0.031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003   
(-0.53) 

0.006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0.043**   
(2.56) 

0.017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0.079   
(1.64) 

0.048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 

0.026  
(0.17) 

0.148 

𝑅𝑂𝐴𝑎𝑖 0.010   
(1.60) 

0.006 

상수항 -0.530**   
(-2.20) 

0.241 

 

obs.=418 

𝑃𝑟 > 𝐹= 0.0014 

R2 = 0.0424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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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의 업종별 매출액 누적 비중이 상위 70% 이내의 업종이면 

주력 업종(𝐷𝑖 = 0),, 그렇지 않으면 비주력 업종𝐷𝑖 = 1), 으로 분

류하는 경우 

1) 신설 계열사의 총수일가 실질지분율과 비주력 업종 영위 여

부의 상관성 분석 결과(연구문제 2) 

종속변수: 

비주력 업종 더미 

2-1 2-2 

Odds Ratio 
(Coef.) 

Std.Err 

Odds 

Ratio 

(Coef.) 

Std.Err 

총수일가 

실질지분율 

(𝑢𝑙𝑡𝑖) 

3.672** 
(1.30**) 

1.976   

직접지분율   
2.663 
(0.98) 

1.743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793*** 
(-0.23***) 

0.036 
0.788*** 

(-0.24***) 
0.036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1.161 
(0.15) 0.109 

1.103 
(0.10) 

0.100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 

0.559 
(-0.58) 

0.263 
0.520 

(-0.65) 
0.246 

기업 수익성 

(𝑅𝑂𝐴𝑖) 
1.536 
(0.43) 

0.506 
1.545 
(0.44) 

0.511 

매출액 1위업종의 

당기순이익률 
0.019** 

(-3.97**) 
0.034 

0.020** 
(-3.91**) 

0.035 

상수항 
3.965 
(1.38) 

5.613 
10.914 
(2.39) 

14.599 

 obs. = 931 

Log likelihood = -363.87 

Pr>chi2= 0.0000 

Pseudo R2=0.0686 

obs. = 931 

Log likelihood = -365.90 

Pr>chi2= 0.0000 

Pseudo R2=0.0634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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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 간 상관성(연구문제 3) 

(종속변수: t ~ t+1기에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 비중의 평균) 

 
Coef.    

(t-value) 

Robust  

Std. Err. 

비주력 업종 더미 0.076** 
(2.37) 

0.032 

기업규모 

(𝑙𝑛자본금
𝑖
) 

-0.003 
(-0.52) 

0.006 

기업집단규모 
(𝑙𝑛자본총액

𝑔
) 

0.044*** 
(2.67) 

0.017 

부채비율 
(𝐿𝑒𝑣𝑖) 

0.077 
(1.62) 

0.048 

상장 여부 
(𝑙𝑖𝑠𝑡𝑒𝑑) 

0.013 
(0.09) 

0.149 

𝑅𝑂𝐴𝑎𝑖 0.025* 
(1.53) 

0.016 

상수항 -0.549*** 
(-2.28) 

0.241 

 

obs.=418 

𝑃𝑟 > 𝐹= 0.0030 

R2 = 0.0396 

주)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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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s in Kore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the business area of 

chaebols has also been widely expanding continuously even after 

the end of the era of rapid economic growth. Consequently, there 

are concerns ov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chaebols. 

The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mostly focused on the 

negative effect of over-diversification, and those studies 

suggest that the CEO’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motivation to 

act in his own private interest may cause the ‘principal-agent 

problem’.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ies that explain 

the way in which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involves the 

horizontal expansion of the chaebol.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key determinants of 

chaebol’s unrelated diversification using the data of the 30 

largest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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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groups from 2001 to 2018. The data from OPNI(a web 

portal operated by KFTC) and KIS VALUE include ownership 

structure, financial information and business area of each 

affiliated firm. 

First of all,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haebols have continued to establish affiliates in new business 

areas, trying to incapacitate the policies which restrict the 

chaebol’s over-expan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econdly, the results show that controlling family 

members’ cash flow righ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new firm entering the chaebol’s non-

core business area such as SI services, logistics, advertising, 

property leasing service, etc. I tested an alternative hypothesis 

that controlling family members hold a lot of shares to a new 

affiliate because of risk taking motive rather than tunneling, but 

it was rejected. Lastly, newly established firms in the industries 

mentioned above tend to experience greater scal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se findings confirm the hypothesis that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incentive affects the family’s choice of 

ownership for a new affiliate, the decision of which industry the 

firm will enter, and eventually the horizontal expansion level of 

the chaebol.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an empirical evidence 

to show that the need to introduce policies to suppress excessive 

expansion of chaebol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Keywords : chaebol, unrelated diversification, tunneling, 

controlling family, related-party transactions,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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