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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사외이사와 미국의 독립이사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
▶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독립이사의 비율)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의 비율)은 기업 가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사외이사들의 진정한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이사회 멤버들이 이해상충 관계를
벗어나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전문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경영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으로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주들은 일일이 경영진을 감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한다.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적어야 하며, 이사회를 평가함에 있어 독립성,
즉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또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안건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다가, 이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Holmström and Kaplan, 2001; Linck et al., 2008)65).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하여,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안(The Sarbanes-Oxley Act)이 통

64) 본 오피니언은 이창민, 석우남(2017)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창민, 석우남,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 24권 1호). 이 글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65) Holmström, B. and S. N. Kaplan(2001), "Corporate Governance and Merger
Perspectives, 15(2), pp. 121 ~ 144.
Linck, J. S., J. M. Netter and T. Yang(2008), "The Determinants of
Economics, 87(2), pp. 308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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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어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회계부정에 대하여 제대로 감시를
못한 이사회에 대하여 강한 책임성을 부여한 법안으로 이사회의 이해충돌방지,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강한 규제들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 작업이
일어났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 특히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라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의 의제가 이사회의 독립성이었으며,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의
비율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었다(Kim, 2002).66) 그 후 2000년대 들어 실제로 사외이사의 비율은
증가했다(조성빈, 2006; 서영미 외, 2010)67). 그러나 이사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예를 들어, 경영분석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낸 37개
재벌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들은 3천700여건의 안건에 대해 99.7%의 비율로 찬성함으로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올린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동일한 시기(2010년부터 2015년)의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현재 한국기업 이사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이사회의 실효성이 낮다는
실증 근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들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한국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선행연구
기업의 이사회는 임원진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Core, et al.
(1999)68)는 이사회 규모, 사내이사비율, CEO에 의해 임명된 사외이사, 이사진들의 나이 및 이사직
겸임 정도 등을 이사회 구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조를 가진 기업
일수록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CEO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낮은
기업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Erhardt et al. (2003)69)은 이사진 멤버 중 여성 및 소수집단(아
프리카, 히스패닉, 아시아, 미 원주민 출신)의 비율이 기업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이들은 기업 이사진의 다양성이 기업성과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ys and Li (2005)70)는 기업공개매수기간 동안 주주의 부와 이사진들의

66) Kim, K.(2002)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an Emphasis on Jaebeol,” Korea Journal, 42(1), pp. 5 ~ 41.
67) 조성빈(2006),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pp. 131 ~ 177.
서영미, 고재민, 이호영(2010), “사외이사 특성과 성과에 근거한 경영자 보상과의 상관관계,”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pp. 1 ~ 31.
68) Core, J., R. Holthasusen and D. Larcker(1999), “Corporate Governance, CEO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1(3), pp. 371 ~ 406.
69) Erhardt, N. L., J. D. Werbel and C. B. Shrader(2003), “Board of Director Divers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1(2), pp. 102 ~ 111.
70) Keys, P. and J. Li(2005), “Evidence on the Market for Professional Director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28(4),
pp. 575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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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사직 겸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Bhagat and Bolton (2008)71)은
이사들의 주식소유 및 CEO의 의장 겸직이 기업의 당해년도 그리고 차년도의 총자산수익률과 긍정
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Cheng (2008)72)은 이사진 규모와 월별주가수익률 및 총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이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사진의 규모가 클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
우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가능성에 기반해, 기업 성과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순재, 김영길 (2009)73)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재무위원회 및 투
자위원회 내 사내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총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6년 샘플을 사용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과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총자산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무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내 사내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수익률은 높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
으로 이들은 사내이사들의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한다. 남현정, 유승훈 (2011)74)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빈도를 이사회 활동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활동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기업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성과와 무관하다는 결론도 제시하고
있다. 김필수 외 (2015)75)는 사외이사 비율과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인수합병에 따른 성과가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사진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Dahya
et al.(2008)76)은 22개 국가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이사진의 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한 국가들에서 기업가치와 독립
이사 비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Fracassi and Tate(2012)77)는 CEO와 이사진의
개인적인 관계, 즉 비독립적인 이사진들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Choi et al.(2007)78)은 한국의 IMF 금융위기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이러한 효과는 업무적으로

71) Bhagat, S., and B. Bolton(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 pp. 257 ~ 273.
72) Cheng, S. “Board Size and the Variability of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1 (2008):
157-176
73) 최순재, 김영길. “이사회 위원회 구조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4.1 (2009): 1-26
74) 남현정, 유승훈 “이사회 활동성 결정요인과 이사회 활동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6 (2011): 4083-4105.
75) 김필수, 박영렬, 최순규. “사외이사의 비중과 기업 인수합병 성과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2015): 85-97.
76) Dahya, J., O. Dimitrov, and J. McConnell(2008), "Dominant Shareholders, Corporate Boards and Corporate Value: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1), pp. 73 ~ 100.
77) Fracassi, C. and G. Tate(2012), “External Networking and Internal Firm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67(1), pp. 153 ~ 194.
78) Choi, J. J., S. Park and S. S. Yoo(2007), “The Value of Outside Directors: Evidence from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Korea,”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2(2), pp.941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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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한다.
강윤식, 국찬표(2012)79)는 국내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독립적인 이사진과 우호적인 이사진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우호적인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가치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본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계산하는데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독립이사, 한국은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사회 내 비율을 바탕으로 한 수치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변한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는 이사들을
Employer(기업내부자), Linked(또는 affiliated), 그리고 Independent(독립적인 이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이사회의 멤버들 중 기업 내부자이거나 과거 고용자,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회사와 가족관계에 있는 이사들 이외의 경우를 독립적인 이사로 간주한다.80)
과거 고용자들의 경우, CEO 및 임원을 제외하고 과거 3년 동안 회사에 고용된 이력이 있는 고용
자의 경우 Linked(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이전 CEO의 경우, 임원이나 이사진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퇴임 시기에 관계없이 비독립적인 이사로 분류된다. CEO를
제외한 임원들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회사에 고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가족관계의 정의에 있어서는 SEC(Security Exchange Committee: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자녀, 양부모, 양자녀, 형제자매,
인척(in-laws), 그리고 동거관계(세입자나 고용자를 제외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CEO와 사촌 관계에 있는 이사가 있을 경우, 이는 독립적인(다른 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사로 간주된다. 만약 독립적인 이사의 자녀가 동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그는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NASDAQ)의 경우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이사의
독립성 여부는 해당 이사가 속한 기업에 대한 지불액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NYSE의 경우 지불금
10억 달러 또는 기업 수익의 2%, NASDAQ의 경우 지불금 2십만 달러 또는 기업 수익의 5%를
초과하는 거래기업의 고용자는 비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 ISS의 경우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독립성 여부 결정에 있어, 기업 정보나 전략적 의사결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79) 강윤식, 국찬표(2012),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제25권 제3호, pp. 451 ~ 498.
80) ISS의 이사진 분류는 ISS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s://www.issgovernance.com/file/files/Directorindependence-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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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투자은행/금융자문 서비스, 상업은행 제공서비스
(입금 관련 제외), 투자 관련 서비스, 보험 관련 서비스, 회계/감사 관련 서비스, 법률 관련 서비스,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로비 관련 서비스, 임원 스카우트 관련
서비스, IT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ISS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련해 1만 달러
이상의 지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사는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Linked(또는 affiliated)의 개념이 없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만
분류한다. 이사회 독립성의 지표로는 주로 사외이사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규정 및 결격
사유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표 1> 한국 사외이사 관련 조항
상법

사외이사의 규정 및 결격사유

제 382조 제 3항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제 542조의8 제2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그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대리변수는 독립이사의 비율과 사외이사의
비율로 각각 다른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부분,
특히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의 가치와 연관된 통제변수들과 함께 이사회 독립성의 영향을 판별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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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기간의
한국과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racassi and Tate(2012)에 따라
종속변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미국의 경우는 독립
이사의 비율을, 한국의 경우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들로는 기업규모(Total Assets), 레버리지, 그리고 기업성과(산업조정 자산수익률, 산업조정
주가수익률)를 사용하였다.
<표 2>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Dependent Variable: Ln
(Tobin’s Q)

한국

사외이사 비율(한국)

0.048
(0.565)

미국

0.161**
(0.046)

독립이사 비율(미국)
N

6476

7355

R2

0.103

0.186

※ 표준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 되었으며, p-value는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p＜0.01, **p＜0.05, *p＜0.1.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 비율이 Tobin’s Q로 측정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경우 독립이사 비율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미국의 경우 투자자
들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투자자들의 경우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사외이사들의 진정한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는 내생성 문제로 인해 그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힘든 부분이 존재
한다. 그러나 이사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Knyazeva et
al.(2013)81)과, 이중차분 방식을 이용한 Guo and Masulis (2015)82)는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81) Knyazeva, A., D. Knyazeva and D., Masulis R. (2013). The supply of corporate directors and board independen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6(6), 1561-1605.
82) Guo, L., and R. W. Masulis. (2015) Board structure and monitoring: New evidence from CEO tunover,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8(10), 27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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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성과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동일한 시기(2010년부터
2015년)의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업 이사회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사외이사
확충을 강요해왔으나 실증분석 결과들은 제도적인 한계점를 시사한다. 이는 사외이사에 대한 직접
적인 제도보다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순기능 부분이 제대로 작동
하도록 이사회 멤버들이 이해상충 관계를 벗어나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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