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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절차 공정성은 지난 수십 년간 경영학 (인사조직 ), 심리학 , 법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 국제경영 분야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로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 (집권화 , 공식화 , 사회화 )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이들
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 (-)의 관계를 가지고 , 본사의 공식화와 사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 또한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세 가지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 이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18국 출신 , 85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704명의 현지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 ,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었으며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 주 제 어 | 공식화 , 사회화 , 상대적 박탈감 , 절차 공정성 지각 , 집권화 , 통제 방식 ,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

Ⅰ. 서 론
공정함 (fairness), 형평성 (equity) 등으로 표현되는 공정성 (justice)에 관한 연구는 분배 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고 , 분배 공정성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

은 이바지를 하였다 (Adams, 1965; Homans, 1961). 그러나 기업과 같은 조직 맥락에서의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분배 공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하여 절차 공정성 (procedural justice) 개념이
등장하였다 . 절차 공정성은 분배 ,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배 , 또
는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분배 , 또는 의사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
하는 것이다 (Folger and Konovsk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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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baut and Walker(1975)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절차 공정성은 경영학 (인사조직 ), 심리학 , 법학 ,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 2020년 7월 27일 기준 , 구글 학술검색에 따르면 인사
조직 분야의 대표적인 절차 공정성 연구인 Folger and Konovsky(1989)는 총 3,896회의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 심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인 Skarlicki and Folger(1997)는 총 2,978회의 피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
다 . 하지만 국제경영 분야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Kim and Mauborgne(1991, 1993)과 이수연 ·김
효선 (2019) 등 소수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다 .
한편 ,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MNC, Multinational Corporation)은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 , 정치적 , 경제적 차이로 인한 생소함과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지리적 거리로 인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현
지 기업과 달리 필연적으로 외국인 (因 ) 비용 (liability of foreignness)을 부담하게 된다 (Zaheer, 199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근무 중인 현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 (HCN, Host Country
National, 이하 „현지 직원 ‰)은 본사국 출신 직원 (PCN, Parent Country National)과 제 3국 출신 직원 (TCN, Third
Country National) 보다 현지국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 현지국의 문화 , 경제 , 정치 및

법률 환경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다 (Harzing, 2001; Tarique, Schuler and Gong, 2006;
Widmier, Brouthers and Beamish, 2008).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운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담하는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고 , 다국적기
업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현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 이때
이들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은 경영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은 Â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과정 )가 공정한가 Ê, Â해외 자회
사가 본사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 Ê에 대한 것으로 절차 공정성을 지각하는 현지 직원은 조직몰입 ,
본사에 대한 신뢰 , 보상에 대한 만족 등 다국적기업 본사 및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m and Mauborgne, 1991, 1993).
이처럼 현지 직원의 역할과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고 , 현지 직원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는 다국적기
업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국제경영 분야에서 현지 직원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따라서 국제겨영 분야에서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 , 절
차 공정성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리고 절차 공정성 지각이 현지 직원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 이를 통해 도출된 가설들
을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첫째 , 절차 공정성 지각의 선행요인으로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본사의 통제 방식을 집권화 , 공식화 , 사회화로
구분하여 이들이 각각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둘째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 3국 출신 직원에 대해 현지 직원이 느끼는 상대
적 박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셋째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
의 관계를 매개 (완전 매개 또는 부분 매개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 그리고 절차 공정성 지각의 선행
요인과 결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Â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Ê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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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과 가설
2.1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
국제경영 분야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은 „해외 자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다국적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정도 ‰를 의미하는데 (Kim and Mauborgne, 1993: 503), 지금
까지 국제경영 분야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절차 공정성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
우선 법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의 절차 공정성 개념을 국제경영 분야로 확장한 최초의 연구인 Kim and
Mauborgne(1991)은 다국적기업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을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

첫째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사 및 해외 자회사 임직원 간
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둘째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견해에 대해
해외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문제 제기 또는 반박을 할 수 있다 . 셋째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
사결정에 관여하는 본사 임직원들이 현지국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넷째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본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의 배경 및 이유에 대해 해외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다 . 다섯째 , 본사는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 차별 없이 일관된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한다 . Kim and
Mauborgne(1991)은 이상의 다섯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된 해외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그들

의 조직몰입 , 본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 , 사회적 조화 (social harmony)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Kim and Mauborgne(1993)은 다국적기업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조
직몰입 , 본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 , 본사가 내린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 (outcome satisfaction)에 정 (+)의 영
향을 미치고 , 이것들이 다시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따르는 것 (compliance)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데 , 이러
한 정 (+)의 영향이 다국적 산업 (multidomestic industry)보다 글로벌 산업 (global industry)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는 사실을 밝혀냈다 .
Taggart(1997)는 171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과 절차 공정성 간의 관계를 2×2표 (autonomy
-procedural justice framework)로 만들어 자율성과 절차 공정성이 모두 높은 Â동반자 Ê(partner, 38개 자회사 ), 자

율성이 높고 , 절차 공정성이 낮은 Â과격분자 Ê(militant, 50개 자회사 ), 자율성과 절차 공정성이 모두 낮은 Â신
하 Ê(vassal, 29개 자회사 ), 자율성이 낮고 , 절차 공정성이 높은 Â협업자 Ê(collaborator, 54개 자회사 )로 군집화
(clustering)하였다 .
Lin and Hsieh(2010)는 해외 자회사의 역할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 활동적인
(active) 자회사 , 수용적인 (receptive) 자회사 , 조용한 (quiescent) 자회사 , 자율적인 (autonomous) 자회사의 순서로

해외 자회사의 절차 공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 자회사의 역할 , 운영상의 역량
(operational capability)과 절차 공정성 간의 적합도 (fit)가 높을수록 자회사의 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Foss, Foss and Nell(2012)은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개입을 하는데 , 해외 자회사

가 절차 공정성을 지각할수록 본사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국내의 경우 권종욱 (2006)은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한국 , 말레이시아 , 중국 현지 직원들의 분배 공정성과 절
차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 실증분석 결과 , 집단주의 성향으로 인해 분배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한국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지가 되었으나 중국
과 말레이시아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지가 되지 않았다 .
최창범 (2015)은 합작기업의 파트너 간의 분배 공정성 , 절차 공정성 , 상호작용 공정성이 한국 측 파트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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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진기술 습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 실증분석 결과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
성만이 기술습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연 ·김효선 (2019)은 49개국의 해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 직원들의 절차 공정성이 조직 동일시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며 , 이 영향력이 Hofstede의 네 가지 문화 가치 (권력거리 ,

불확실성 회피 , 남성성 , 집단주의 )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들은 절차 공정성이 해외 자회사의 성
과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절차 공정성의 선행요인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 절차 공정성이 최고경영자의 조직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Kim and
Mauborgne(1991, 1993)과 절차 공정성이 직원들의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수연 ·김효선 (2019)

을 제외하면 절차 공정성이 자회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수준에서 살펴본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

2.2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다국적기업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 (집권화 , 공식화 , 규범적 통
합 )을 통해 다국적기업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예 : Ghoshal and Nohria, 1989, 1993;
Nobel and Birkinshaw, 1998), 이 세 가지 통제 방식은 조직이론에서 확실하게 정립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
Aston 대학교 교수들의 획기적인 연구들 (Pugh, Hickson, Hinings and Turner, 1968, 1969) 이후에 집권화
(centralization)와 공식화 (formalization)는 조직 및 조직 간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는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 이후 여러 학자가 조직의 구조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소로 집권화와 공식화 외에 사회화 (socialization) 또
는 규범적 통합 (normative integration)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dström and Galbraith, 1977;
Ouchi, 1980, Van Maanen and Schein, 1979).

우선 집권화 (centralization)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위와 위계적인 방식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공식화 (formalization)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시스템 , 확립된 규정들 (rules), 정해진 절차 (procedures) 등
과 같은 관료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끝으로 사회화 (socialization)는 본사의
직접적인 관여 (집권화 )와 비인격적인 절차 및 규정 (공식화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관점과 행동을
형성하는 목표 , 가치 , 믿음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Ghoshal and Nohria, 1993). 일반
적으로 집권화와 공식화는 관료적 통제 (bureaucratic control)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 사회화는 규
범적 통합 , 집단적 통제 (clan control), 규범적 통제 (normative control), 문화적 통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Bartlett and Ghoshal, 1989; Birkinshaw and Morrison, 1995; Ouchi, 1979).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다국적기업 본사의 통제를 Â다국적기업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본사가 해외 자회사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Ê으로 정의하였으며 , 통제 방식은 Â자회사
를 통제하기 위해 본사가 사용하는 집권화 , 분권화 , 사회화 Ê로 정의하였다 .
2.2.1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은 업무의 처리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어느 정
도까지 통제하고 , 어느 정도까지 해외 자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가 , 즉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 따라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 자회사의 의사결정 자
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Birkinshaw and Morrison, 1995; Dewar and Werbe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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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높은 집권화는 효율적인 기획 , 강력한 집행 , 획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해외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외 자회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 구성원
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낮추며 , 경영의 민주화를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이처럼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 집권화의 순 효과는 음 (-)의 값을
갖는 것 (장점보다 단점이 많음 )으로 알려져 있다 (Mudambi and Navarra, 2004).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주요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한 해외 자회사 직원들의 자기 결정 , 자존감 ,
자유 재량권 , 본질적인 동기부여 등이 감소하게 된다 .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가 높은 수준의 집권화는 조직 전
반에 대한 만족도 , 직무 만족 , 조직몰입 등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 이직 의도 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규명하였다 (Dewar and Werbel, 1979; Finlay, Martin, Roman and Blum, 1995; Oldham and Hackman, 1981;
Rousseau, 1978).

특히 서로 다른 국가 정체성 (national identity)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인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
회사는 인력구성의 다국적성 (multinationality)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여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 열
의 (engagement)를 끌어내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Dewhurst, Harris and Heywood, 2011). 그뿐만 아
니라 현지 직원들과 파견 직원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임금 , 복리후생 등 보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직원들의
정서적 몰입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Du and Choi, 20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
사의 집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고 , 해외 자회사의 이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본사 파견 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 해외 자회사의 최고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본사 파견 임원
의 비율을 높인다면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의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 또한 , 높은
수준의 집권화로 인해 자회사의 자율성이 낮아지고 ,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한이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다국
적기업 본사에 대한 현지 직원의 낮은 절차 공정성 지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 (-)의 관계
를 가질 것이다 .
2.2.2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공식화는 „시스템 내의 규칙과 절차들이 명확한 정도 ‰이며 (Ford and Slocum, 1977: 562), 체계 , 통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게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uh
and Menguc, 2007). Nohria and Ghoshal(1994: 492)은 다국적기업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관계에서 본사의 공

식화를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 (impersonal) 규칙 , 관례 그리고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 조직행동 분야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공식화는 직무만족 ,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Greene, 1978; Steven, Beyer and Trice, 1978), 역할 스트레스와 직무 소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arwal, 1993; Morris, Steers and Koch; 1979).
역할이론 (role theory)은 개인들이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가지게 되는 다양한 역할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공식적인 조직의 역할과 개인들의 사회적 행동 , 역할 모호
성 및 역할 갈등 등 직원들이 직면한 역할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예 : Biddle 1986; Kahn, Wolfe, Quinn,
Snoek and Rosenthal, 1964). 공식화는 인간적인 면을 배제한 규칙 , 절차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직몰입에 대한 46개의 기존 연구들
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실시한 Mathieu and Zajac(1990)에 따르면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 (effect size)는 음 (-)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 직원들의 역할 긴장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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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조직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 또한 , 미국 , 일본 그리고 한국의 판매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Dubinsky, Michaels,
Kotabe, Lim and Moon(1992)에 따르면 역할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이 직무 만족과 조

직몰입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판매사원 및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한 연구에서도 공식화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s, Cron,
Dubinsky and Joachimsthaler, 1988).

한편 ,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은 서로 다른 현지국과 본사국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
며 , 다국적기업과 해외 자회사 양측 모두의 이익과 관련된 복잡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Vora, Kostova and
Roth, 2007). 또한 , 이들은 해외 자회사와 본사 , 때로는 다른 해외 자회사 간의 경계에서 다양하고 , 상충되는 역

할과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로 인해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은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혼란 및 역할 모호성 등과 같은 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 그 결과 직무에 대
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 (identification)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가 업무에 대한 명확
한 규정과 방침을 자회사 현지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현지 직원들의 혼란을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 또한 , 관료적인 구조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며
(Galbraith, 1997),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수용성 (acceptance)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

다 . 이처럼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절차 공정성 지각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공식화는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
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
가설 2-1: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
계를 가질 것이다 .
유기적인 조직은 유연하고 , 열린 구조 ,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 이
러한 조직구조는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유기적인 조직과 정반대로 관료
적인 또는 기계적인 조직은 엄격한 구조 , 규정과 절차를 매우 강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낮은 참
여 등의 특징을 보인다 . 또한 , 공식화의 정도가 높은 조직은 조직 구성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 구성원의 재량권
과 자발성을 감소시킨다 . 따라서 공식화 수준이 높은 조직구조는 구성원들이 자율성 및 업무 재량권 등에 있어
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 결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불만족과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Dewar
and Werbel, 1979; Finlay et al., 1995; Zeitz, 1983) 높은 공식화 수준은 낮은 절차 공정성 지각과 연결될 수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식화는 개인에 대한 조직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집권화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Dewar and Werbel, 1979). 반대로 유기적인 조직은 조직 내 정보의 흐름이 개방적이고 , 개인이 조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성원의 사기 , 만족감 ,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신의 과업과 작업 원칙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느슨하고 유연한 조직구조를 선호하고 (Zeitz, 1983), 이러한 조
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공식화는 조직 전반에 대한 만족도 , 직무 만족 , 조직몰입 등에 부 (-)의 영향
을 미치고 , 소외감 , 갈등 , 이직 의도 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war and Werbel, 1979;
Finlay et al., 1995; Fry and Slocum, 1984; Oldham and Hackman, 1981; Organ and Greene, 1981; Rousseau,
1978). 뿐만 아니라 공식화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이 본사 또는 다른 해외 자회사와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 본사 경영진의 견해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제기 또는 반박할 가능성 역
시 작아질 것이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사가 공식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료적인 통제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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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강화한다면 자회사 현지 직원들은 더욱 낮은 수준의 절차 공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또한 , 높은 수준의
공식화로 인한 역할 갈등 , 관례화 (routinization)는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과 자존감
을 낮춰 다국적기업 본사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절차 공정성 지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가설
2-1과 대립하는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

가설 2-2: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 (-)의 관
계를 가질 것이다 .
2.2.3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사회화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집권화와 공식화의 방법을 통해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 조직 전반
의 유연성 부족 등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 . 특히 해외 자회사를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집권화와
공식화를 통한 통제의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 이것은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해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 해외 자회사들에 더욱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며 , 의사결정에서
도 유연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이에 비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본사와 자회사 간의 합의와 가치관의 공유
(shared values)를 강조하는 본사의 사회화 , 또는 규범적 통합은 해외 자회사의 직원들이 다국적기업 전체의 공

통된 목표를 인지하고 달성하는데 유용한 통제 방식이다 (Nohria and Ghoshal, 1994).
사회화는 다양한 규범적 통합의 수단들을 통해 자회사의 구성원들이 본사 또는 다국적기업 전체의 비전 , 미션
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통의 조직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자회사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전제
로 하는 통제 방식이다 (Nohria and Ghoshal, 1994). 이와 관련하여 Barnard(1939)는 복잡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가치관의 공유를 제시하였으며 ,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
표를 갖도록 사회화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호 의존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고 주
장하였다 . Parsons(1956) 역시 집권화와 공식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치관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
본사가 가치관의 공유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통제하는 것은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관계에서 위계적인 또는
관료적인 요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서로 다른 여러 자회사를 통제하기 위해 집권화와 공식화
를 통한 방법보다 공동의 규범과 가치관을 더욱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 구체적으로 공동의 규범과 가치관을 구축
하기 위해 Edström and Galbraith(1977)는 직원들의 선발 , 교육 ·훈련 , 순환 근무 등을 강조하였고 , 다른 연구자들
은 본사와 자회사 ,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광범위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Bartlett and Ghoshal,
1989; Martinez and Jarillo, 1989). 이는 광범위한 사회화와 의사소통이 본사와 해외 자회사 직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 호혜성 (reciprocity)의 기반을 마련하며 , 협상을 더욱 쉽게 하고 ,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Nohria and Ghoshal, 1994).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제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들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 시간이 지나면서 자회사에 대한 일체감이 다국적기업 전체의 가치와 목적
을 내재화 (internalization)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는 데 있다 (OÊDonnell, 2000; Ouchi, 1979). 이처럼 해외 자회사
의 현지 직원들은 사회화를 통해 다국적기업 본사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 본사 출신 직원들과 제 3국 출신 직원들
이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공정하다고 인
식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사회화가 증가할수록 자회사의 현지 직원들은 본사에 대
해 더욱 높은 수준의 절차 공정성을 지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
가설 3: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사회화 수준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계
를 가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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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 박탈이론 (relative deprivation theory)은 어떤 대상 (개인 또는 집단 )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
과들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 및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이다 . 상대적 박탈이론의 핵심 개념인 Â상대적
박탈감 Ê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Samuel Andrew Stouffer 교수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군 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이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이나 불
만족은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 이 주관적인 기준은 개인이 자신과 비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타인과의 관계로 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Stouffer, Suchman, DeVinney, Star and Williams,
1949). 이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박탈감을 절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Â상대적

박탈감 Ê이라고 명명하였다 .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의 핵심은 개인이 느끼는 박탈감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어떤
타인 또는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있다 .
Runciman(1966)은 상대적 박탈감의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켰으며 ,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적 박탈감 (egoistic
relative deprivation)과 집단 우애적 박탈감 (fraternal relative deprivation)으로 구분하였다 . 그는 이기적 박탈감

은 개인 맥락에서 내집단 (ingroup) 내 개인 간의 비교 때문에 발생하고 , 집단 우애적 박탈감은 집단 맥락에서 집
단 간 비교를 통해 내집단이 준거집단인 외집단 (outgroup)에 비해 전체적으로 박탈되어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한
다고 주장하였다 . Runciman(1966)에 따르면 이기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
며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 변화를 위해 개인 지향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이에 비해 집단
우애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의 집단행동 (미국 내 흑
인들의 폭동 가담 , 실업자들의 반정부 시위 등 )을 통해 기존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은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 3국 출신 직원에 비해 낮은 보상과 지
위 , 적은 승진기회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
의 절차 공정성이 높다고 현지 직원이 느낀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본사로부터 무시되지 않으며 , 본사
가 자회사를 일관되고 공정하며 편견 없이 대우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 또한 ,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
수록 자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 이는 다시 자회사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현지 직원이 절차 공정성을 지각할수록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 주요
의사결정의 배경 및 이유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며 ,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 3국 출신 직원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
가설 4: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상대적 박탈감과 부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2.4 절차 공정성 지각의 매개 역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을 다룬 배준영 ·이강표 (2016)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 가지 통제 방식
이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고 , 상대적 박탈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 . 이 연구는 Â통제 방식 → 상대적 박탈감 → 문화적응 스트레스 Ê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
나 , 어떤 경로 (과정 )를 통해 통제 방식이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한편 , 유치연 ·이강표 ·배준영 (2017)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 가지 통제 방식이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이 연구는 세 가지 통제 방식 각각이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세 가지 통제 방식 간의 3원 상호작용 (3 way interaction)을
| 18 |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 선행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 이 연구 역시 어떤 경로 (과정 )를 통해 통제 방식이 조직일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의 가설 1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와 절차 공정성 지각 간의 부 (-)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
가설 2는 본사의 공식화와 절차 공정성 지각 간의 정 (+), 또는 부 (-)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 가설 3은 본사의 사회
화와 절차 공정성 지각 간의 정 (+)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 그리고 가설 4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상대적 박탈감 간
의 부 (-)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 이상에서 설정한 가설 간의 관계에서 절차 공정성 지각은 세 가지 통제 방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 그 관계가 발생하는 내부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 즉 ,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과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만약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 수준이 낮아지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 해
외 자회사의 의사결정 자율성과 자유 재량권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 이로 인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수준은 높아지고 , 이는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
또한 , 만약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 수준이 높아지면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방
침을 제공하고 ,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 일관된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할 것이며 , 이것은 현지 직원의 절차 공
정성 지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 이는 현지 직원이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 3국 출신 직원에 대해 느끼
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그뿐만 아니라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지면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 해외 자회사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해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수준은 증가할 것이고 , 이 역시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하였다 .
가설 5: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이상에서 설정한 가설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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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표본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근무 중인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는 KIS-Value(한국신용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가 보유하고 있
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선별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 , 시행령 제 2조
제 2항 )에 따른 Â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 Ê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 그 투자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KIS-Value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에
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선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 , 직원 수가 10명 이하 (단순
연락 사무소의 기능 )인 경우 , 투자기업의 본사국이 조세 피난처 (tax haven)인 경우 (버뮤다 제도 , 영국령 버진 제
도 , 세이셀 , 케이맨 제도 등 )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국제경영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
10% 이상의 지분을 경영을 목적으로 가진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선별하였다 . 그러나 다국적기업 자회사와 국내 기업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본사국이 한국이 아닌 외국
이라는 점과 기업의 소유가 외국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지분
중 10%의 지분 기준을 통해 출자한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따
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체 지분 중 50% 이상의 지분을 경영을 목
적으로 가진 외국인 주주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다국적기업 자회사로 선별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근무 중인 현지 직원들로부
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락책 (contact point) 방법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 총 744명이 설문 조사
에 참여하였으나 , 수집된 설문자료 중 기업명 등이 정확하지 않거나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40부의 설문을 제외
하고 , 18개국 출신 85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704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52명 (64.2%), 여성이 252명 (35.8%)으로 나타났고 , 응답자의 직급은 대리 240명
(34.1%), 과장 162명 (23.0%), 차장 130명 (18.5%), 부장 119명 (16.9%), 임원 53명 (7.5%)으로 나타났다 .

3.2 변수와 측정
3.2.1 종속변수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Tropp and Wright(1999)에 따라 Â본사국 출신 또는 제 3국 출신 임직원보다 한국인 임직원의 위상이 상대적으

로 낮다고 생각하는 정도 Ê, Â본사국 출신 또는 제 3국 출신 임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인 임직원의 위상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Ê 등 2개 항목을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Ês α =0.728).
3.2.2 독립변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
(1) 집권화
Nohria and Ghoshal(1994)에 따라 Â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Ê, Â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변경 Ê 등 해외 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4개 항목에 본사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Ês α
=0.816). 집권화는 개인 수준의 자료들을 집단 (기업 ) 수준에서 합산 (data aggregation)하여 집단 수준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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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내 응답자들 간의 일치성 (interrater agreement) 여부를 rwg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
개인 수준의 자료들을 집단 수준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의 정당성은 ICC(1)과 ICC(2)를 통해 확인하였다
(Klein and Kozlowski, 2000). 집권화의 rwg는 0.842, ICC(1)은 0.382, ICC(2)는 0.762로 나타나 집단 수준의 변

수로 합산하여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공식화
Nohria and Ghoshal(1994)에 따라 Â본사가 업무 대부분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규정 및 방침을 제공해주는 정

도 Ê 등 3개 항목을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Ês α =0.893). 공식화의 rwg는 0.879, ICC(1)은
0.236, ICC(2)는 0.689로 나타났다 .
(3) 사회화
Nohria and Ghoshal(1994)에 따라 Â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의 여부 Ê, Â최근 3년간 매

년 한 차례 이상 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를 방문한 경험의 여부 Ê, Â본사 또는 다른 자회사에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유무 Ê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 따라서 이 변수의 최댓값은 3, 최솟값은 0이다 .
3.2.3 매개변수 (절차 공정성 지각)
Kim and Mauborgne(1991, 1993)에 따라 Â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본사 및 자회사 임직원 상호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도 Ê, Â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안
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견해에 대해 문제 제기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정도 Ê 등 5개 항목을 Likert-typ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Ês α =0.855).
3.2.4 통제변수
응답자의 성별 (여성 1, 남성 2), 직급 (대리 : 1, 과장 : 2, 차장 : 3, 부장 : 4, 임원 : 5), 임금 만족 (4개 항목 ,
CronbachÊs α =0.883), 경력 전망 (career prospects, 3개 항목 , CronbachÊs α =0.894)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

였다 .

3.3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검정을 위해 <표 1>과 같이 다항목으로 측정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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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

a

Factors

SFL

t

AVE

CR

0.614

0.743

0.740

0.795

0.552

0.757

0.580

0.717

0.672

0.778

0.748

0.825

집권화
집권화 1

0.610

집권화 2

0.780

10.502

집권화 3

0.900

10.788

집권화 4

0.816

10.625

공식화
공식화 1

0.800

공식화 2

0.894

26.132

공식화 3

0.884

25.952

절차 공정성 지각
절차 공정성 지각 1

0.619

절차 공정성 지각 2

0.830

23.160

절차 공정성 지각 3

0.800

20.717

절차 공정성 지각 4

0.716

20.205

절차 공정성 지각 5

0.731

16.892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1

0.820

상대적 박탈감 2

0.698

9.127

임금 만족
임금 만족 1

0.788

임금 만족 2

0.625

17.253

임금 만족 3

0.909

27.479

임금 만족 4

0.922

27.840

경력 전망
경력 전망 1

0.885

경력 전망 2

0.939

33.892

경력 전망 3

0.761

24.983

  =296.893(p=0.000), GFI=0.962, AGFI=0.949, NFI=0.964, CFI=0.985, RMSEA=0.032
a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첫째 ,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기준치인 normed   (   / )가 3.0 미만 , GFI, NFI, CFI 등이 0.9 이상 , RMSEA가
0.05 미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측정항목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SFL: Standardized Factor Loading) 값이 모두 0.6 이상이고 ,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9.127).
셋째 , 모든 평균 분산 추출지수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잠재요인 신뢰도 (CR, Construct
Reliability)가 기준을 충족시켜 (AVE ≥ 0.5, CR ≥ 0.7) 모든 요인들의 측정항목들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8).
넷째 ,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과 관련하여 판별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
와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Hair et al., 1998). <표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AVE가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
관계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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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판별타당성 검정 결과

a

Factors

a

1

2

3

1. 집권화

(0.614)

2. 공식화

0.000

(0.740)

3. 절차 공정성 지각

0.014

0.132

(0.552)

4

5

4. 상대적 박탈감

0.031

0.000

0.112

(0.580)

5. 임금 만족

0.011

0.015

0.203

0.133

(0.672)

6. 경력 전망

0.015

0.068

0.292

0.079

0.308

(

6

(0.748)

) 안의 수치는 AVE 값이며 ,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요인 간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임 .

3.4 동일방법 편의 검정
본 연구는 동일방법 편의 (common method bias)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 첫째 , 응답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점
을 강조하여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 둘째 , 설문지에서 변수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응
답자가 주관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여 응답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Podsakoff, MacKenzie, Lee and
Podsakoff, 2003).

동일방법 편의로 인한 문제는 사전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사후적으로
HarmanÊs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 분석에 사용된 8개 변수의 측정항목들을 투입하여 회전시키지 않은

요인분석 (unrotated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eigenvalue ≥ 1.0) 8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 전체 분산의 24.61%를 차지하고 , 나머지 7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2.35%
를 차지하여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Podsakoff et al., 2003). 그
리고 Lindell and Whitney(2001)에 따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다른 변수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Â해외 자회사의 성과 Ê를 마커변수 (marker variable)로 선정하였다 (4개 항목 , CronbachÊs
α =0.897). 마커변수를 통제한 후 편상관간계 (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한 결과 ,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
들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3.5 무응답 편의 검정
본 연구는 무응답 편의 (non-response bias)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전체 설문 중에서 설
문 수집 기간 전반부에 수집한 25%(176부 )의 설문 (early respondents)과 설문 수집 기간 후반부에 수집한
25%(176부 )의 설문 (late respondents)을 비교하였다 (Armstrong and Overton, 1977).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나이 ,

재직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대상으로 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 모든 변수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무응답 편의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다 .

3.6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평균 , 표준편차 )과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 상관관계
분석 결과 , Â절차 공정성 지각 -경력 전망 Ê(r=0.490)과 Â임금 만족 -경력 전망 Ê(r=0.498)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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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변수

평균

a

표준편차

1

1. 상대적 박탈감

4.668

1.342

2

3

4

5

7

8

9

2. 집권화

4.949

1.286

0.162

3. 공식화

5.258

1.364

-0.007

0.004

4. 사회화

1.402

1.050

-0.114

0.026

5. 절차 공정성 지각

4.371

1.113

-0.264

-0.116

0.338

0.147

7. 성별

1.358

0.480

-0.063

0.027

-0.131

-0.023

-0.022

8. 직급

2.439

1.381

0.155

0.110

0.110

0.043

0.086

-0.227

9. 임금 만족

3.599

1.289

-0.288

-0.103

0.105

0.140

0.386

-0.032

0.079

10. 경력 전망

4.129

1.247

-0.229

-0.129

0.237

0.226

0.490

-0.126

0.016

a

-0.074

0.498

상관계수가 ±0.079 보다 크면 p<0.05 에서 유의하고 , ±0.103 보다 크면 p<0.01 에서 유의함 (양측 검정 ).

Ⅴ.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은 <표 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과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 모델 2는 통제변수와 세 가지 통제 방식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 모델 2에서 해

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 (-)의 관계 (B=-0.058, p<0.05)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본사의 공식화 (B=0.205, p<0.001)와 사회화 (B=0.072, p<0.05)는 각각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 2-1, 3은 지지가 되었다 .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

종속변수: 절차 공정성 지각

변수

모델 1

종속변수: 상대적 박탈감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상수

2.003(0.197)***

1.371(0.261)***

5.891(0.260)***

5.285(0.357)***

5.590(0.360)***

성별

0.121(0.078)

0.173(0.075)*

-0.134(0.103)

-0.142(0.102)

-0.104(0.101)

직급

0.062(0.027)*

0.049(0.026)†

0.160(0.035)***

0.148(0.036)***

0.159(0.035)***

임금 만족

0.155(0.032)***

0.154(0.031)***

-0.255(0.043)***

-0.244(0.042)***

-0.210(0.043)***

경력 전망

0.362(0.034)***

0.291(0.034)***

-0.125(0.044)**

-0.100(0.046)*

-0.036(0.048)

집권화

-0.058(0.027)*

0.117(0.037)**

0.104(0.037)**

공식화

0.205(0.027)***

0.011(0.036)

0.056(0.037)

사회화

0.072(0.034)*

-0.090(0.047)†

-0.074(0.046)

절차 공정성 지각







0.273


 


a

†

-0.222(0.051)***
0.334

0.125

0.061


0.142

0.164

0.016

0.023

0.269

0.328

0.120

0.133

0.155

65.696***

49.940***

25.036***

16.403***

17.076***

4.405**

18.847***

21.300***

회귀계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이고 , (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standard errors)임 .
p<0.1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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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설 4와 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절차 공정성 지각의
매개 역할을 살펴본 결과 , 우선 모델 2와 같이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세 가지 통제 방식은 매개변수인 절
차 공정성 지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모델 4와 같이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집권
화는 종속변수인 상대적 박탈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공식화와 사회화의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번째 단계로 모델 5에서는 독립변수인 세 가지 통제 방식과 매개변수인
절차 공정성 지각을 함께 투입하였으며 , 절차 공정성 지각이 상대적 박탈감과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나 (B=-0.222, p<0.001) 가설 4는 지지가 되었다 . 또한 , 집권화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B=0.104, p<0.01), 공식화와 사회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절차 공정성 지각은 Â집권화와 상대적 박탈감 Ê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 (partial mediation)하고 , Â공식화와 상대적
박탐감 Ê 간의 관계와 Â사회화와 상대적 박탈감 Ê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full medi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상의 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가설 검정 결과

a

추가로 절차 공정성 지각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엄격하게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한 신뢰구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Preacher and Hayes, 2008).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

제 방식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을 거쳐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95%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 (bootstrap sample)들에서 추정된 간접효
과를 살펴보았다 . Â본사의 통제 방식 → 상대적 박탈감 Ê의 관계에서 절차 공정성 지각의 간접효과 신뢰구간 추정
치가 집권화는 [0.001∼ 0.031], 공식화는 [-0.076∼ -0.024], 사회화는 [-0.039∼ -0.002]로 나타났으며 , 신뢰구간
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 공정성 지각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절차 공정성 지각의 간접효과

a

a

경로

효과 계수

표준오차

LL 95% CI

UL 95% CI

집권화 → 절차 공정성 지각 → 상대적 박탈감

0.013

0.007

0.001

0.031

공식화 → 절차 공정성 지각 → 상대적 박탈감

-0.046

0.013

-0.076

-0.024

사회화 → 절차 공정성 지각 → 상대적 박탈감

-0.016

0.009

-0.039

-0.002

Bootstrap sample size=10,000. LL: Lower Limit; CI: Confidence Interval; UL: Upper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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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로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 (집권화 , 공식화 , 사회화 )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이 본사국 출신 직원과 제 3국 출신 직원에 대해 현지 직원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18개국 출신 85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 중인 704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으며 ,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 가운데 , 집권화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 (-)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 공식화와 사회화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 (+)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사의 집
권화 수준을 낮추고 , 공식화와 사회화 수준은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상대적 박탈감과 부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Kim and Mauborgne(1991, 1993)에 따르면 절차 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 , 본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 , 본사가 내

린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만족 (outcome satisfaction) 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절차 공정성 지각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 외에 낮은 수준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부정
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
셋째 , 절차 공정성 지각의 매개 역할과 관련하여 절차 공정성 지각은 집권화와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공식화와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와 사회화와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을 거쳐 간접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반면에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공식화와 사회화는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을 거쳐 간접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본 연구는 국제경영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국제경영 분야에
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
둘째 , 본 연구는 국제경영 분야에서 현지 직원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성을 갖는다 . 지금까지 절차 공정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인사조직 또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 : Folger and Konovsky, 1989; Skarlicki and Folger, 1997).
셋째 ,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이 개인 수준에서 현지 직원이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 (절
차 공정성 , 상대적 박탈감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 해외 자회사
에 대한 본사의 통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회사의 전략과 역할에 대한 연구 (예 : 안종석 ·백권호 , 2009;
Birkinshaw and Morrison, 1995; Taggart, 1997), 통제 방식에 대한 연구 (예 : Edström, and Galbraith, 1977;
Ferner, 2000), 통제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예 : 최순규 ·이경훈 , 2005; Johnston and Menguc, 2007), 통제의

결과에 관한 연구 (예 : 최지율 ·박병일 , 2011; Geringer and Hebert, 1989; Roth and Nigh, 199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즉 ,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조직 수준에서 본사와 자회사 간의 권력 관계 , 자회사의 자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넷째 ,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 인류학 분야에서 지속해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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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다 . 본 연구는 국제경영 분야에서 본사의 통제 방식 ,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y study)로서 의의가 있다 .
다섯째 ,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절차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
절차 공정성이 다시 현지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로서 기존 연구들과 차
별성을 갖는다 .
여섯째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이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의 경영자들에게 현지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현지 직원들을 관
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들로 연구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을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이러한 방법은 해외 자회사 통제에 대한 본사의 인식과 해외 자회사의 인식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사 입장에서 바라본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의 인력구성은 현지 직원뿐만 아니라 본사국 출신 직원들과 제 3국 출신 직원들
로 이루어진다 .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이 본사국 출신 직원들과 제 3국 출신 직원
들의 절차 공정성 지각과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넷째 ,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이 지각하는 공정성을 절차 공정성으로 한정하였다 . 따라서 앞으로는
최창범 (2015)과 같이 현지 직원의 공정성을 분배 공정성 , 절차 공정성 ,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현지 직
원의 공정성 지각이 상대적 박탈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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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of Host Country Nationals
Working at MNC Subsidiaries: Determinants and Effects
Jun-Young BaeㆍKhan-Pyo LeeㆍEun Young Noh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host country nationals (HCN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subsidiaries in Korea. We suggest that the
headquarters (HQs) centralization negatively related with HCN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and HQs
formalization and HQs socialization positively associated with HCN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In
addition, we propose that HCN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are inversely associated with HCNs’ relative
deprivation. Furthermore, we suggest that HCN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Qs control mechanisms and HCNs’ relative deprivation. We tes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using sample of 704 HCNs in 85 MNC subsidiaries originate from 18 countries.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all proposed hypotheses are supported.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findings,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Centralization, Control Mechanisms, Formalization, Host Country Nationals,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Relative Deprivation,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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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is a future growth industry that can create high value-added
products with a high level of syner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crete strategic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and realistic development
methods and strategi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matrix in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e SWOT matrix was finalized by selecting the optimal
components from the eight SWOT matrices. Final factors must be quantified again by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industry expert group,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applied to the
finalized SWOT Matrix to conduct and analyze expert surveys.
Research has shown the 16 components of the three-tier model have been quantified in
importance. A combination of high priority factors presented four types of strategic alternatives: SO,
ST, WO and WT. The SWOT-AHP analysis result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showed that the WT Strategy needs improvem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employees,
high turnover rate due to emotional labor, vulnerability of the profit structure as a business model,
and in th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Therefore, selecting and focusing on the
components of the WT strategy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This study applied an environmental analysis frame of management strategy to construct a
sophisticated SWOT Matrix. Furthermore, using AHP techniques, it quantifies the importance of
SWOT components and looks for priorities, laying the groundwork for a timely and effective strategy
for developing the Korean beauty service industry.
| Key Words: | Beauty Service Industry, Strategy, K-Beauty, SWOT-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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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s well as constant improvement of purchasing power. Thus, it has taken a very important position for
the economy of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the social classes and population that
pursue beauty is rapidly increasing as more women enter public affairs and more men are interested in beauty.
And in order to satisfy these consumers, diverse beauty service industries are constantly growing.
Recently, the beauty service industry (K-Beauty) is enjoying worldwide attention along with global Korean
wave. In addition, huge attention and efforts are politically driven with launching of 'Brand K' as a Korean brand
at national level (Korea Herald, 2019). Therefore, the beauty service industry of Korea is emerging as the future
growth industry that can create high added value. It is also expanding its scope from hair-care service to skincare,
nail-care, make-up and so o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Korea is drawing attention as the growth industry, which creates huge synergies
by associating with cosmetics, tourism and medical industry. Furthermore, the K-Beauty is becoming more
competitive followed by the spread of Korean wave with worldwide attention. However, it was hard to find a
research that suggests direction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that accord with the
situations mentioned above.
The previous studies include the research on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auty Service industry (KIHASA,
2009; Kim, 2017; Kim, 2015; Park, 2017; Jo & Min, 2013; Han & Kim, 2009; Cho & Yoon, 2017; Jo, 2017), and
the research on market segmentation and brand strategy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Ji & Yoon, 2011; An &
Park, 2005).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results were too
comprehensive or digressive. It was hard to find research that suggests practical and r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perspective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re were some researches even without
proper execution of SWOT analysis, which should have been done in advance for strategy planning. Thu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tus where suggesting effective strategic alternative for
Korean beauty service industry is the research topic that corresponds to the present time. Also, the starting point
of the research is identifying the inadequacy and limitation of SWOT analysis for strategic planning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growth direction that is academically rational and practical at
operational level for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orean beauty service industry, starting
from identification of the issu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8 SWOT Matrices are cre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Then, 8 SWOT Matrices are integrated to construct the final SWOT Matrix
through steps of categorization, deletion and adjustment. Also, instead of suggesting comprehensive
development strategy with SWOT Matrix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AHP analysis will be attempted
regarding the final SWOT Matrix. Therefore, survey of professionals for analysis of AHP will be conducted and
analyzed for weighted value in order to quantify the importance ratio and priority of strategic factors.
Furthermore, specific strategic alternatives will be presented through combination of strategic factors with higher
priority. This is to suggest implications where the government and industry may realize the choices and
concentr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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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iterature Review
1. Current Status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was first institutionalized in 1961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Hairdresser
followed by the year 1949 when the 1st Hairstylist License Examination was held. Since then,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in alignment with the requirements of industrial sites. Especially, the qualification
required for performing duty at the industrial site is practically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the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due to consistent progress in aspects of service, the beauty service industry has
become part of the modern people who pursue beauty and individuality. Also, it has been developed into an
attractive industry with constant purchases made (Park & Park, 2011). Figure 1 shows the sales of beauty service
industry in 2017 that is 6.6025 trillion won where 5.2366 trillion won, 79.31% out of total, is the sales of
hairstyling. This shows growth of 57.75% compared to the sales in 2007, which was 4.1853 trillion won. In
addition, Table 1 shows constant growth with continuous increase in number enterprises and workers related to
beauty service industry.
Figure 1. Market Size and Growth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Source: Authors’ Edition based on Statistics Korea (2019).

Table 1. The Number of Firms and Employee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Classification

Number of Firms

Number of Employees

2007

2017

Growth rate

2007

2017

Growth rate

Total

108,095

148,701

37.57%

164,990

225,635

36.76%

Hair Beauty

97,692

115,206

17.93%

144,181

175,992

22.06%

Skin Care

8,414

20,150

139.48%

16,097

29,736

84.73%

Nail Service, etc.

1,989

13,345

570.94%

4,712

19,907

322.47%

Source: Authors’ Edition based on Statistics Kor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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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iew of Previous Studies
Park (2010) mentioned that a hairdresser is not able to satisfy consumers if there is lack in functional quality
such as communication,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complaint handling despite possession of high
technical quality. Thus, it was stated that the strategy planning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human services.
Also, Ji & Yoon (2011) asserted that the business strategy of beauty salon starts from consumers as interaction
with consumers is crucial for the beauty services. Park & Ji (2019) argued that the human resource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are directly connected to service quality as they provide services at touch point with consumers.
Therefore, establishing effective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and planning distinctive strategy will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Kim (2017) claimed that there is increase in number of women entering public affairs and men's interests and
desire for beauty. Also, as the social values change,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s rapidly enhanced, fragmented
and specialized. On the other hand, Lim & Kim (2016) argued that the domestic beauty industry has limited
global competitiveness due to low international awareness, lack of brand globalization, small structure of beauty
industry and absence of overseas support system. Also, there is lack of support from policy-level in order for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beauty industry due to unrealistic and irrational legal systems. The research of
Lee (2016) suggested that the beauty industry should make effort to provide fine quality service and the
academia should study to improve quality through conferences, exhibitions and contests. In addition, the research
stated that the government need to rearrange the standards related to hygiene related laws that clarify the scope of
qualification and agre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The study of Kim & An (2011)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move legal obstacles from policy
aspect. Also, it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support corporation system of the beauty industry and take the
core role in drawing development measure for growth. Shin and Yang (2019) mentioned the threatening factors
of business such as increase in minimum wage and that the urgent task is to lead management efficiency of
beauty industry. It was also stated that satisfying the consumers' desire to change regarding the key service
factors will be the path to increasing consumer loyalty. Kwak et al. (2012) mentioned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system and promotion of globalization for improved support system in order for the competitiveness of
beauty industry to be boosted. In other words, it was sta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resolve the
factors that hinder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of beauty related laws.
Cho & Yoon (2017) claimed that applying platform in the beauty industry has possibility to positively change
the business ecosystem of overall business in the beauty industry. It also stated that the study on efficient form
and effect of platform is necessary as there is lack of existing researches on platform application of beauty
industry. An (2013) affirmed that as a country with advanced IT, Korea shows youthful, fast, new, warm and
beautiful images, so that these can be integrated into the beauty service to form the image of K-Beauty
In addition, the previous studies that presented SWOT analysis result for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were summarized. The representative study is mid to long-term
planning for advancement of the beauty industry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9). The results of analysis may also be found from studies of Kim (2017), Kim
(2015), Park (2017), Jo & Min (2013), Han & Kim (2009), Cho & Yoon (2017), J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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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ept for Applying AHP in SWOT Analysis
AHP is the decision-making methodology which reflects the experiences and intuition of respondents
through pairwise comparison of the factors forming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 decision-making. It creates
pairwise comparison matrix, utilizes eigenvalue method from its matrix, and estimates priority vector per a
hierarchy. The advantages of AHP include its ability to mak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cision attributes
commensurable, and its flexibility with regard to the setting of objectives. Subjective preferences, expert
knowledge and objective information can all be included in the one and the same decision analysis. To solve the
matters concerning the decision-makings and judgment of importance of the experts, the AHP analysis has to go
through 4 steps of process; 1) establishing the hierarchical model with factors, 2) conducting pairwise
comparison among factors, 3) calculating the relative weighted value of factors, and 4) integrating the relative
weighted value in evaluating factors. In the first step, a matrix with pairwise comparison sub-hierarchy factors
rela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op using nine scales is established. If the number of components in the
hierarchy is  , the number of pairs occurring in the pairwise comparison is    . If the importance is
defined as   by pairwise comparison of  factors composed in one hierarchy,  and   in the pairwise
comparison matrix are calculated as              ⋯  . Only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the AHP theory are presented here. For more details on the AHP analysis (Saaty, 2007, 2008).
Basically, the results of an AHP analysis are the overall priorities of decision alternatives. The basic concept
in utilizing AHP within a SWOT analysis is to systematically evaluate SWOT factors and commensurate their
intensities. AHP's advantages, i.e. systematic approach to decision problems and commensurateness, can be
regarded as valuable characteristics in SWOT analysis. Additional value from a SWOT analysis can be achieved
by performing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SWOT factors and analyzing them by means of the eigenvalue
technique as applied in AHP. This offers a good basis for examining the present or anticipated situation, or a new
strategy alternative, more comprehensively. After carrying out these comparisons, decision-makers will have
new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the decision-making situation.

Ⅲ.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1. SWOT Matrix Composition
(1) Environment Analysis
SWOT analysis, the basic frame of this research, has groundwork in the theory of five forces model by Porter
(1979, 1980) in perspective of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l environment
analysis, it is based on the theory resource-based view by Prahalad & Hamel (1990), Barney (1986) and the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by Porter (1985).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with environmental
analysis perspective, the external environment is divided into general macro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al micro Environment. The internal environment was approached from perspective of management
resources. Figure 2 shows the environmental analysis model to be applied to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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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nvironmental Analysis Model of Beauty Service Industry

Source: Authors’Edition Based on Theory

(2) Expert Interview and SWOT Factor Selection
SWOT Matrix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WOT Matrix of Policy Report by (KIHASA)(2009). In
addition, the SWOT Matrix is form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n seven experts. Table 2 shows the
list of candidates for expert interviews. The summary of previous studies of KIHASA and eight SWOT analysis
results follow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is presented on Tables A1-A8 [Appendix A].
Table 2. Experts’In-depth Interviews
Industry

Beauty
Treatment

Schedule

Number of Interviewers

Firms

June 2019

2

∙ Park Jun Beauty Lab, Jean Louis David

July 2019

2

∙ Park Seung Chol Hair Studio, S.Beauterra

August 2019

1

∙ Beauty Service Consulting

September 2019

2

∙ Professors of Beauty & Cosmetology

The procedure of the SWOT analysis consisted of 1) identifying opportunities and treats as the external
environment part, 2)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as the internal environment part, 3) composing a
SWOT matrix by classifying the factors for the opportunity, threat, strength, and weakness groups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parts. The SWOT matrix for the analysis of the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was
composed by extracting the SWOT factors for each SWOT group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expert in-depth
interview, which factors are summarized in Tables A1-A8 [Appendix A]. As aggregated, integrated and
classified from Tables A1-A8 [Appendix A], the SWOT factors are summarized in Table A9 [Appendix B]. In
that table, note that we classified the SWOT factors that had appeared three times or more, and determined the
final factors to be applied to this study through three rounds of expert discussions and adjustment processes, and
derived the SWOT matrix thereby, as shown in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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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nal SWOT Matrix
Internal Environment Factor
 (Strengths)

 (Weaknesses)

•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that educates professionals
• Extending various beauty links and high value-added
services
• The trend of replacement as a highly educated young
manager

• Closure of knowledge, technology, know-how and information
sharing
• The lack of K-Beauty brand competitiveness and the smallness
of a company
•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Opportunities)

 (Threats)

• Consumer values and change of perception for beauty
• K-Beauty's interest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wave culture
• Improving the importance of policy as a growth industry
linked to tourism
•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 Competition intensified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the
supply of materials
• Remains of social stereotypes that belittle the beauty industry

External Environment Factor

2. AHP Hierarchy Model
For the AHP analysis, we composed the three-stage hierarchy SWOT-AHP model shown in Figure 4. The first
stage is the ultimate goal of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and
the second stage is composed of the four factors of the SWOT matrix: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 third stage is composed of 16 components, which are the four components for each SWOT factor.
Figure 4. Hierarchy SWOT-AHP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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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Collection
The survey was distributed in total of 40 copies targeted to expert of the beauty service field. Most of
respondents is the top experts with more than 20 year experience. The AHP survey has characteristics that even
experts find difficult to maintain logical consistency. Therefore,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ll 40
questionnaires will be accepted as face-to-face surveys through field visits.
Table 3. Selection of Respondents for Expert Surveys
Division

Respondents

Distribution

Park Jun Beauty Lab, Jean Louis David, S.Beauterra, Nature Hair,
Park Seung Chol Hair Studio, Scissors Story, Maritte Hair,
Industry

My Hair Salon, Hair Salon Group, Salon de Jogak Hair Studio,
The Skin by Ssong, FROM a, Tony & Guy, HASYS, Satin Hair,
JUNGSAEMMOOL Inspiration, Gaggum Hair Dream, ABECHE
40

Consulting

ABC Consulting, Words Consulting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Jangan University, Kookje University
Suwon Women's University, Seokyeong University,
Kyung-In Women's University, Shin Ansan University

Ⅳ. AHP Analysis and Development Strategy
1. Results of Verified Consistency Ratio
Survey consists total of 5 matrices, 30 pairwise comparison questions. It has included its complexity. Especially, stage 3 consists of
four 4×4 matrices, Each factor          has 4 components

           ⋯         , occurring 6 vector values

 of comparison pairs. It consists five 4×4 matrices. The following equation (1) shows the example matrix of individual one of  
and   in pairwise comparison matrix from second and third stage.

The weights for importance analysis we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Local)-weight representing the
component weight in the independent node in the SWOT by the  (Global)-weight representing the importance
of the component reflecting the weight of the upper layer in the whole layering model.

     

 

,
   
   
     





       
      

      
         



   
  



  
 

(1)

The definition of consistency in AHP is the logics of the respondents, i.e. reliability. For instance, if the
evaluating factor is 3 factors like      , and the respondent evaluates them as        and    ,
the response of this assessor shows logical inconsistency. So, the response of    is kept only through the
consistency in its logics. Saaty (2007, 2008), the developer of AHP analysis, said that the consistenc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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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0.1 or less to be logically reliable.
The questionnaire-based survey, which consists of 30 pairwise comparison questions, was conducted for the
SWOT-AHP analysis.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survey results, we distributed 40 questionnaires to
experts, from September 2 to November 29, 2019. Most of the survey respondents had more than 20 years
experience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f we apply consistency ratio under 0.1, Among the collected data 40 copies of responses were treated as
logically consistent. Therefore, the 31 copie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 Table A10 [Appendix C] show the
results for the consistency ratio status of questionnaires. The consistency test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4.

Table 4. Number of Questionnaire Responses according to Consistency Ratio
CR (Consistency Ratio)
Division

Returned

Under 0.1
Total

First

Second

0.1∼0.2

0.2∼0.3

Over 0.3

Total

40

31

23

8

5

3

1

Company

31

24

17

7

3

3

1

Consulting

2

1

1

-

1

University

7

6

5

1

1

2. Results of Importance and Priority
After the relative importances among the SWOT factors were evaluated, experts in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evaluated the importances for the strength and weakness factors in the internal environment attribute as
0.343 and 0.265, and the importances for the opportunity and threat factor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ttribute
as 0.219 and 0.173, respectively, as shown in Table 5. In other words, we can say that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experts evaluated the importances of the SWOT factor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o strengthen and
utilize internal strengths; second, to complement or reduce internal environment weaknesses; third, to take
advantage of external environmental opportunities; fourth, to mitigate or eliminate threats.
In the results for the analyses of the priorities for the relative importances (  -weights) of the SWOT
components, the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that educates professionals) component of the strength
factor had the highest importance at 0.138, and the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component of the weakness factor had the second highest importance at 0.132. The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component of the threat factor had the
third highest importance at 0.078, while the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component of the weakness factor and the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component of the opportunity factor had the fourth highest importance at 0.077, simultaneously.
Finally, the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component of the strength factor had the
sixth highest importance. To summarize, there were two components in the weakness factor, two components in
the strength factor, one component in the opportunity factor, and one component in the threat factor among the
top six components with a significance level greater than 0.07. I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the  -weights for
the SWOT components,   ,  ,   and   we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each SWOT factor a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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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5%, and 45%, respectively. Table 5 and Figure 5 summarizes the  -weights (priority of the component
within the factor),  -weights (overall priority of the factor) and ranks for each SWOT component.
Table 5. Analysis Results of SWOT-AHP
Factor









Weight

0.343

0.265

0.219

0.173

Component of Factor

-weight

-weight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0.216

=0.074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that educates professionals

=0.402

=0.138



Extending various beauty links and high value-added services

=0.189

=0.065



The trend of replacement as a highly educated young manager

=0.194

=0.066



Closure of knowledge, technology, know-how and information sharing

=0.080

=0.021



The lack of K-Beauty brand competitiveness and the smallness of a
company

=0.132

=0.035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0.291

=0.077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0.498

=0.132



Consumer values and change of perception for beauty

=0.193

=0.042



K-Beauty's interest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wave culture

=0.175

=0.038



Improving the importance of policy as a growth industry linked to tourism

=0.279

=0.061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0.353

=0.077



Competition intensified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0.235

=0.040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0.452

=0.078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the supply of
materials

=0.109

=0.019



Remains of social stereotypes that belittle the beauty industry

=0.204

=0.035

Figure 5. Relative Importance for Strateg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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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hows the graph of the importance(  -weight) of each component converted based on the weight of
SWOT factor. Th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with positive(+) factors are located in upper area and the
weakness and threats with negative(-) factors are located in lower area of the graph.
The length of the straight line within the quadrant refers to the importance of SWOT attribute, indicating the
portion that the attribute possesses throughout the total. The end point of a straight line locates the position of the
factor with highest  -weight. The rest of factors were converted into  ′ -weigt according to Equation (2) in order
to be indicated on the graph (Kim & Chung, 2012). Table 6 displays the  ′ -weigt.

  ×  

′ 
 

(2)

*  ′ : Location on graph of components (converted L-weight)
*  : The importance of SWOT factors
*  : L-weight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within the SWOT factor
*  : Component L-weight in nth rank within SWOT factor

Table 6. Results of Weighted Conversion of Components (  ′ -weight)
Factor

′ -weight

Factor

′ -weight

Factor

′ -weight

Factor

′ -weight



′ = 0.184



′ = 0.043



′ = 0.120



′ = 0.090



′ = 0.343



′ = 0.070



′ = 0.109



′ = 0.173



′ = 0.161



′ = 0.155



′ = 0.173



′ = 0.042



′ = 0.166



′ = 0.265



′ = 0.219



′ = 0.078

Figure 6. Graphicalize the Weight of Conversion

3.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1) Composition of Strategic Types by SWOT-AHP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for the  -weight and  -weight for each component, as listed in Table 5,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weaknesses such as  ,  and , strengthen strengths such as   and   ,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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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stic factors such as   and reduce threat factors such as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WOT-AHP
analysis, we could construct sustainabl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Korea by
using the SO strategy for utilizing strengths and opportunities, the ST strategy for using strengths and
overcoming threats, the WO strategy for complementing weaknesses and utilizing opportunities, and the WT
strategy for complementing weaknesses and overcoming threats, as shown in Table 7.
Figure 7. Strategic Alternatives by SWOT-AHP Analysis Results

Internal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0.042),  (0.038)





 (0.074),  (0.138)

 (0.021),  (0.035)

 (0.065),  (0.066)

 (0.077),  (0.132)

    

    

 (0.061),  (0.077)

SO strategy

WO strategy

 (0.040),  (0.078)

ST strategy

WT strategy

 (0.019),  (0.035)

    

    

(2) Strategic Direction by Alternative Type
① SO (Strength-Opportunity) Strategy
Among th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   and   shows higher  -weight, respectively. Therefore, the
competitive advantage for superior service quality should be drawn from the strength in training and business
system that enables fostering of excellent professionals and the outstanding technical skills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order for this to be accomplished, the external environment of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of beauty service industry as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should be facilit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t inflow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into the beauty service industry. Also, high-value added
service products based on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② ST (Strength-Threat) Strategy
Among the strengths and threats,   ,   and   shows higher  -weight, respectively. Therefore, consumer
satisfac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should be increased by facilitating the strength in training and
business system that enables fostering of excellent professionals and the outstanding technical skills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which is evaluated as an important threat by the experts, should be resolved at early stage. In order to resolve the
matter, the analysis of actuality and problems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should
be preceded and the opinion on necessity of related legislations should be extensively collected. In addition, the
consultative group for the beauty service industry should be formed in order for systematic policy proposals for
improvement.

③ WO (Weakness-Opportunity) Strategy
Among the weaknesses and opportunities,  ,  and   shows higher  -weight, respectively. The experts
analyzed the weakness factors as poor working environment of employees and high turnover rate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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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labor. In addition, they mentioned that the vulnerable profit model should be reformed as the service
business model. The weakness factors that are evaluated as important should be complemented with priority.
These factors are considered a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with direction connection to sustainable growth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Therefore, the opportunity factor of the period whe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s
enhancing its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specialized service industry should be well facilitated. In addition, the
weakness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should be resolved and the groundwork for growth should be developed.

④ WT (Weakness-Threat) Strategy: Most Important Strategic Type
Among the weaknesses and threats,  ,  and   shows higher  -weight, respectively. WT strategy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measure composed of components with relatively high  -we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employees and to offset the
intensity of emotional labor. If these are resolved first, another weakness of high turnover rate will also be
gradually improved. In addition, experts are critically evaluating the necessity of complementation in the areas
with poor profit structure as a business model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Although structural difficulty is
expected for short-term resolution, it will be rational if he improvement measure is sought for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for the threat factor, the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nalysis of
actuality and problems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should be preceded and the
opinion on necessity of related legislations should be extensively collected. At the same time, the consultative
group should be formed to discuss the revision of current law and enactment of new laws and political proposals
should be consistently stated for systematic improvement.

Ⅴ. Concluding Remarks
In summary, 6 factors among 16 SWOT factors are evaluated as relatively important. Facilitation of strengths
such as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that educates professionals),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complementation of weaknesses including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utilization of opportunities such as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and resolution of threats such as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crucial.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weakness factor,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and the threat factor,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were
relatively very high. This clearly shows the reality of Korea's beauty service industry with absence of basic
conditions for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poor business profit structure and lack of government policies.
The main difference of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from the other relevant research was in that it conducted
the quantitative examination of the SWOT and provided the preferences of the decision maker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Specifically, we took a look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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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analysis-based research that had been carried out in broadly examining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Korea. Then, a SWOT matrix for an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was established by
integrating, classifying and adjusting the SWOT analysis results derived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expert
in-depth interview. AHP analysis was utilized to quantify the importances and priorities of the components of the
SWOT analysis. On that basis, this research provided concrete,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y directions
reflective of rational selection and prioritization within a context of limited resources. This research might be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a viabl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construct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from a practical viewpoint. The overall strategy is comprised of SO strategies to utiliz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ST strategies to overcome threats and complement weaknesses, WO strategies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and WT strategies to overcome weaknesses and avoid threats. Further AHP
analysis showed that the WT strategy had the highest importance, and suggested accordingly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WT strategy for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Based on the SWOT-AHP analysis,
we could sa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should pay attention to improving the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which are the weak points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of Korea. In addition, the Korea government
should gradually shift the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its examination of various components of SWOT attribut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depth interview. Also, the AHP analysis limits the number of components per
attribute to four,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greater the number of components to be evaluated, the more
difficult it is to maintain logical consistency of responses. Future research will be more meaningful in analyzing
the importances and priorities of the AHP and in further studying, with a structured model,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key factors impacting on the development of Korea beauty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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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able A1. SWOT analysis results from Policy Report 2009-53(KIHAS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Strength)

W(Weakness)

∙Synergy Effect from Large Companies' Entry into the
Cosmetics Business
∙The Growth of Korean Wave Culture
∙Hand-made Techniques

∙A small beauty industry
∙Poor external recognition due to lack of unique brand
∙Lack of consumer rights and options

O(Opportunity)

T(Threat)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The domestic market share of foreign materials
∙Growth of beauty and health industry in Asian countries
∙Diverse consumer needs

∙Increasing the diverse needs of consumers
∙Potential of Korean Wave Industrialization
∙Diverse consumer needs

Table A2.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1(Park Jun Beauty Lab)
S(Strength)

W(Weakness)

∙The trend of replacement as a highly educated young manager

∙Differences in customer satisfaction among service providers
∙The domestic market share of foreign materials
∙Poor service process and awareness

O(Opportunity)

T(Threat)

∙Improving the importance of policy as a growth industry linked
to tourism
∙Advances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the
supply of materials
∙Remains of social stereotypes that belittle the beauty industry

Table A3.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2(Jean Louis David)
S(Strength)

∙The Growth of Korean Wave Culture
∙Rising interest in K-beauty around the world
∙Excellent beauty skills
∙World-class cosmetic surgery and IT infrastructure
∙Launch services linked to wedding and fashion

W(Weakness)

∙Need to improve small scale and management ability
∙Insufficient training of beauty experts to enter the global
market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s
supporting the beauty industry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foster high
value-added industries
∙The absence of K-beauty brands

O(Opportunity)

∙An increase in online purchases by social commerce
∙Expanding the premium beauty market
∙he emergence of new consumer such as well-being, yolo
∙Launch services linked to tourism and healthcare

T(Threat)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global beauty market
∙Global beauty company's localization strategy
∙Support the beauty industry in many countries
∙Competition for new technologies and online shopping malls

Table A4.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3(Park Seung Chol Hair Studio)
S(Strength)

∙Ease of customer acquisition
∙High quality of service
∙Time-saving and Convenience
∙Offers a variety of beauty services

W(Weakness)

∙Increased fixed cost
∙Internal conflict
∙The lack of working conditions
∙Marketing cost increase

O(Opportunity)

∙Diverse consumer needs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Brand

T(Threat)

∙Changes and threat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ising labor costs
∙Marketing cost increase
∙Distribution Channel limits

| 51 |

2020년 융합학술대회: COVID19 이후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Table A5.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4(S.Beauterra)
S(Strength)

W(Weakness)

∙The growing number of young customers dampens the
atmosphere of hair salons
∙Difficulty collecting information due to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beauty salons
∙The lack of national revitalization due to centraliz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Threat)

∙Human Resource Training through Beauty College
∙A friendlier image than a foreign franchise brand
∙A location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area
O(Opportunity)

∙Decrease in visiting cycle due to economic recession
∙Customer decline due to increase in beauty salons
∙Destruction of prices due to overheated competition
∙Reduced customer due to home hair

∙Increased interest in beauty increases availability
∙Growing demand for diverse hairstyles
∙High-quality management by highly educated hairdressers

Table A6.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Beauty Service Consulting)
S(Strength)

W(Weakness)

∙A small beauty industry
∙Poor external recognition due to lack of unique brand
∙The lack of consumer rights and options
∙The lack of statistics on the beauty industry

∙The Growth of Korean Wave Culture
∙An appearance-oriented social atmosphere
∙Hand-made Techniques
O(Opportunity)

T(Threat)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Growth of beauty and health industry in Asian countries
∙The domestic market share of foreign materials

∙Diverse consumer needs
∙Potential of Korean Wave Industrialization

Table A7.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6(Professor of Beauty & Cosmetology)
S(Strength)

W(Weakness)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beauty in life

∙Destruction of prices due to overheated competition
∙Beauty is difficult to improve quality because of reluctance to
share technology
∙A heavy workload on employees
∙Poor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low wages

O(Opportunity)

∙Market segmentation enables diverse and professional beauty
salons to be operated
∙High-quality management by highly educated hairdressers

T(Threat)

∙Turnover rate of workers
∙U.S. franchise entering the Korean market
∙Decrease in competitiveness and profits

Table A8. SWOT analysis results from expert interview 7(Professor of Beauty & Cosmetology)
S(Streng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ed on education system
∙A friendlier image than a foreign franchise brand
∙A location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area

W(Weakness)

∙The growing number of young customers dampens the
atmosphere of hair salons
∙Difficulty collecting information due to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beauty salons
∙The lack of national revitalization due to centraliz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Opportunity)

∙Increased interest in beauty
∙Diverse consumer needs
∙Change in brand image to attract young customers

T(Threat)

∙Decrease in visiting cycle due to economic recession
∙Customer decline due to increase in beauty salons
∙Customer defections to specialized hair salons
∙Reduced customer due to home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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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Table A9. Summarized SWOT Factors
Previous Study and Interview Factors: Strength

Final Factor of This Study

∙Excellent beauty skills
∙Hand-made Techniques
∙High quality of service
∙World-class cosmetic surgery and IT infrastructure

1. Excellent technical skills in the beauty service
industr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ed on education system
∙Human Resource Training through Beauty College
∙High-quality management by highly educated hairdressers

2.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that educates
professionals

∙Offers a variety of beauty services
∙Launch services linked to wedding and fashion
∙Launch services linked to tourism and healthcare

3. Extending various beauty links and high
value-added services

∙The trend of replacement as a highly educated young manager

4. The trend of replacement as a highly educated
young manager

∙Advances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sector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Brand
∙A friendlier image than a foreign franchise brand
∙A location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area

5. Others

Previous Study and Interview: Weakness

Final Factor of This Study

∙Difficulty collecting information due to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beauty salons
∙Beauty is difficult to improve quality because of reluctance to share
technology

1. Closure of knowledge, technology, know-how
and information sharing

∙A small beauty industry
∙Need to improve small scale and management ability
∙The lack of working conditions

2. The lack of K-Beauty brand competitiveness and
the smallness of a company

∙Increased fixed cost
∙Rising labor costs
∙Marketing cost increase

3. The lack of profitability as a service business
model

∙Internal conflict
∙A heavy workload on employees
∙Turnover rate of workers
∙Poor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low wages

4. Poor working conditions, emotional labor and
high turnover rate for employees

∙The growing number of young customers dampens the atmosphere of hair
salons
∙The lack of national revitalization due to centraliz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lack of physical environment
∙Poor service process and awareness

5. Others

Previous Study and Interview: Opportunity

Final Factor of This Stud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beauty in life
∙An appearance-oriented social atmosphere
∙Increased interest in beauty increases availability

1. Consumer values and change of perception for
beauty

∙The Growth of Korean Wave Culture
∙Potential of Korean Wave Industrialization
∙Rising interest in K-beauty around the world
∙Change in brand image to attract young customers
∙The emergence of new consumer such as well-being, yolo
∙Increasing the diverse needs of consumers
∙Growing demand for diverse hairstyles
∙Expanding the premium beauty market

2. K-Beauty's interest increased du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wave culture

∙Improving the importance of policy as a growth industry linked to tourism

3. Improving the importance of policy as a growth
industry linked to tourism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4. Improving industrial value and status as a
professional service industry

∙An increase in online purchases by social commerce
∙Market segmentation enables diverse and professional beauty salons to be
operated

※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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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y and Interview: Threat

Final Factor of This Study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domestic market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global beauty market
∙The domestic market share of foreign materials
∙Support the beauty industry in many countries
∙Global beauty company's localization strategy
∙U.S. franchise entering the Korean market
∙Growth of beauty and health industry in Asian countries
∙Poor external recognition due to lack of unique brand

1. Competition intensified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and domestic companies

∙Decrease in visiting cycle due to economic recession
∙Changes and threat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system to foster high value-added industries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institutions and legal systems supporting the
beauty industry
∙Lack of consumer rights and options

2. A lack of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growth of
the beauty industry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the supply of
materials

3.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the supply of materials

∙Remains of social stereotypes that belittle the beauty industry

4. Remains of social stereotypes that belittle the
beauty industry

∙Customer decline due to increase in beauty salons
∙Destruction of prices due to overheated competition
∙Decrease in competitiveness and profits
∙Reduced customer due to home hair
∙Diverse consumer needs
∙Marketing cost increase and distribution Channel limits
∙Customer defections to specialized hair salons
∙Insufficient training of beauty experts to enter the global market
∙Competition for new technologies and online shopping m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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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Table A10. Consistency Test Results by Expert Choice 2000
No

Respondents

Overall

1

Jean Louis David 1

2
3

Stage 2

Stage 3

M1

M2

M3

M4

M5

0.07

0.04

0.04

0.04

0.15

0.09

Jean Louis David 2

0.06

0.02

0.14

0.05

0.04

0.04

Jean Louis David 3

0.07

0.06

0.05

0.10

0.01

0.05

4

Jean Louis David 4

0.04

0.03

0.01

0.08

0.17

0.01

5

Jean Louis David 5

0.08

0.05

0.12

0.14

0.12

0.09

6

Jean Louis David 6

0.04(second)

0.04

0.04

0.03

0.02

0.05

7

Park Jun Beauty Lab 1

0.07(2차)

0.06

0.04

0.09

0.01

0.16

8

Park Jun Beauty Lab 2

0.24

0.26

0.15

0.29

0.33

0.15

9

Park Jun Beauty Lab 3

0.09(second)

0.05

0.14

0.03

0.11

0.16

10

Park Jun Beauty Lab 4

0.01

0.01

0.02

0.02

0.01

0.01

11

Park Jun Beauty Lab 5

0.07

0.11

0.03

0.08

0.02

0.03

12

PNJ 1

0.06(second)

0.04

0.09

0.05

0.05

0.02

13

PNJ 2

0.05(second)

0.03

0.05

0.04

0.04

0.16

14

Park Seung Chol Hair St.

0.20

0.15

0.14

0.19

0.11

0.28

15

Nature Hair

0.04

0.07

0.01

0.00

0.02

0.05

16

Maritte Hair

0.03

0.03

0.01

0.03

0.01

0.10

17

My Hair

0.04

0.05

0.00

0.03

0.08

0.05

18

Hair Salon Group

0.03

0.04

0.04

0.00

0.02

0.01

19

The Skin by Ssong

0.22

0.26

0.18

0.02

0.03

0.23

20

FROM 'a'

0.07(second)

0.04

0.08

0.10

0.33

0.08

21

Tony & Guy

0.16

0.18

0.20

0.08

0.14

0.14

22

JUNGSAEMMOOL

0.10

0.07

0.09

0.19

0.02

0.04

23

S.Beauterra

0.17

0.16

0.12

0.19

0.30

0.18

24

Salon de Jogak Hair St.

0.07

0.09

0.02

0.12

0.06

0.22

25

Soon Soo Family

0.18

0.18

0.90

0.16

0.15

0.18

26

JLDK

0.07

0.07

0.03

0.07

0.14

0.19

27

Satin Hair

0.32

0.29

0.31

0.30

0.42

0.35

28

Gaggum Hair Dream

0.09(second)

0.04

0.17

0.11

0.07

0.06

29

ABECHE

0.03

0.01

0.04

0.03

0.04

0.07

30

Scissors Story

0.06

0.05

0.07

0.01

0.05

0.44

31

HASYS

0.04

0.02

0.06

0.02

0.07

0.07

32

ABC Consulting

0.07

0.01

0.12

0.20

0.22

0.06

33

Words Consulting

0.18

0.25

0.08

0.13

0.20

0.06

34

Seokyeong University

0.02

0.02

0.02

0.05

0.04

0.01

35

Shin Ansan University

0.04

0.01

0.07

0.17

0.00

0.08

36

Kyung-In Women's Univ.

0.05(second)

0.04

0.06

0.03

0.09

0.08

37

Konkuk University

0.09

0.03

0.17

0.07

0.12

0.24

38

Suwon Women's Univ.

0.06

0.06

0.05

0.10

0.03

0.04

39

Jangan University

0.05

0.02

0.04

0.10

0.05

0.05

40

Kookje University

0.18

0.24

0.11

0.11

0.3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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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has an impact on the degree to which
host country manager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subsidiaries identify with their nation and
organization. We highlight the latent conflict between host country managers’ identities derived from their
belonging to their nation and organization by delineating how membership in the foreign organization, and
the subordination to foreign authority that this entails, poses a threat to their collective self-esteem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the nation. We maintain that the perception of such a threat among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leads them to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own nation and less
strongly with their working organization than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We further submit that the
effect of foreignness is stronger for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s, while it is weaker for those at
firms with higher prestige.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a sample of 843 Korean managers working at 19
Korean firms and 60 MNE subsidiaries in Korea corroborate the main thesis of our theoretical framework.
| Key Words: | National Identific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Mne Subsidiaries; Host Country

Managers

Subordination to others who differ in primary social identity— a personÊs identity based on his/her affiliation
with a primary social group or category— can induce strong psychological reactions, including stronger affective
attachment to his/her own primary group and antipathy toward others. In fact, history is replete with episodes of
conflicts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social identities, often triggered by their contests for power and control
over others. The dissolution of empires and the emergence of nation-states, a characteristic trend of modern
history (Wimmer and Min, 2006), are the outcomes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ensuing drive to emancipate oneÊs own nation from subordination to others. Despite the trend of globalization,
nationalism, which upholds national independence and self-government as supreme principles, still exert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hearts and minds of many people around the globe (Anderson, 2006; Gelln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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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ge of nationalism‰ (e.g., Roeder, 2007: 3), the host country nationals working at local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seem peculiar in that they work in organizations that are essentially foreign to
them (Edman, 2016) and subject to the ultimate authority of those who differ in nationality. A question can thus
be raised as to whether the host country managers of MNEs differ from more typical members of their nation in
that they identify less strongly with their nation and its culture and, accordingly, are relatively free from
parochial nationalistic sentiments. CaprarÊs (2011) study points to this possibility, characterizing them as
„foreign locals‰ who tend to subscribe more strongly to foreign cultural values and norms and are thus less
representative of their co-nationals. On the other hand, some studies seem to suggest otherwise. According to
these studies, national identity is often activated and affirmed by host country managers in MNE subsidiaries as a
counter to foreign influence and control (Ybema and Byun, 2009; Koveshnikov, Vaara, and Ehrnrooth, 2016;
Lee et al., 2019; Baikovich and Wasserman, 2020). The findings that host country managers actively mobilize
their national identity as a means of resistance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ose working at foreign-owned firms
may in fact identify quite strongly with their nation than CaprarÊs (2011) study seemingly indicates; perhaps even
more so than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who face little need to evoke their national identity in reaction to
foreign control within their organization. Few studies, however, have directly investigated the degree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ong host country managers.
Addressing the question of the degree to which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identify with their
own nation is important not only in its own right but also in light of its potential ramifications for the degree to
which they identify with their organization. Host country managersÊ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may work
against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owing to the perceived incompatibility between their
national identity and the foreign organizational identity. An extensive body of literature has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hich „occurs when an individualÊs beliefs about his or her organization become
self-referential or self-defining‰ (Pratt, 1998: 172), significantly relates to a variety of attitudes and behaviors
relevant to organizations, including work engage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cooperative behaviors (van Knippenberg and van Schie, 2000; Dukerich, Golden, and Shortell, 2002; Riketta,
2005; van Dick et al., 2006; Ashforth, Harrison, and Corley, 2008; Karanika-Murray et al, 2015). Thus, if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identify with their nation no less strongly, or even more strongly,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and the formerÊs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somehow inhibits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organization, MNE subsidiaries may face a significant limitation in utilizing their local human resources
effectively. Such a limitation, if left unrecognized and unchecked, will undermine the MNEÊs performance in the
host country and thus merits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the „defining trait‰ of
MNE subsidiaries that fundamentally distinguishes them from domestic firms (Edman, 2016: 678)— has an
impact on the degree to which host country managers identify with their nation and organization. As foreignness
is a trait that applies to all the MNE subsidiaries in a host country, we investigate its impact by comparing the
levels of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those working at foreign- versus domestic-owned
firms. Drawing on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Haslam, 2004; Hornsey, 2008; Hogg, 2016), we highlight the
situations that render national identity salient in MNE subsidiaries. We then delineate how the subordinate power
posi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vis-à-vis foreign, particularly parent country, managers leads them to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nation and less strongly with their organiz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We also identify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level factors that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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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we maintain that tenure in the organization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respectively,
amplifies and attenu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du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The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management in at least three ways. First, this
study reveals a distinct psychological dilemma faced by the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by
highlighting the latent conflict between the two important elements of their identity based on ascribed nation and
working organization. The conflict arises because membership in the foreign organization, and the subordination
to foreign authority that this entails, poses a threat to their collective self-esteem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their nation. As a result,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the more primary basis of identity, impedes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organization. By showing that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indeed identify less
strongly with their organiz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this study points to the formerÊs distinct
exposure to such identity conflict.
Second, this study reveals an important source of liabilities of foreignness (LOFs) that has so far received little
attention. The previous literature has identified factors relat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s facing foreign firms
in a host country, such as their lack of understanding thereof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faced therein, as major
sources of LOFs (Zaheer, 1995; Mezias, 2002; Eden and Miller, 2004; Wu and Salomon, 2017). Our finding of
the relatively lower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host country managers of MNEs, on the other hand,
points to an internal source of LOFs that seems more primary than the external sources highligh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ird, our findings on national identification provide important insights regarding the cultural identity of those
working at foreign-owned firms. Contrary to some previous views, our finding indicates that host country
managers retain a strong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even more so than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Combined with our finding that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in the foreign organization exhibit
stronger national identification than those with shorter tenu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ational cultural
identity of an individual is not a given, as conventionally portrayed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literature,
but context dependent. The context-dependence perspective on cultural identity provides implications, different
from what might be suggested by the conventional approach, on MNEsÊ policies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accultur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and ways to alleviate their identity conflict.

Ⅰ. THEORY AND HYPOTHESES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encompassing 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and Turner, 1986; Ellemers and
Haslam, 2012)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et al., 1987; Turner and Reynolds, 2012), has provided a
major theoretical base for the understanding of peoplesÊ identification with social groups (Edwards, 2005;
Ashforth, Harrison, and Corley, 2008). Thus, we first introduce concepts and theories in this field relevant to our
topic and then develop hypothe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du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Social Identity, Social Identity Salience, and Social Identification
Social identity refers to „that part of the individualÊs self-concept which derives from his (her) knowled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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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her) memberships in a social group‰ (Tajfel, 1978: 63). As an individual simultaneously belongs to multiple
social groups and categories, the individual possesses multiple social identities. The social identities, however,
vary in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cognitively activated or salient to oneÊs self-concept in a given situation.
When a particular social identity becomes salient, this leads to self-stereotyping, which „systematically biases
self-perception and behavior to render it more closely in accordance with stereotypic in-group characteristics and
norms‰ (Hogg and Turner, 1987: 326).
Which identity becomes salient depend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ceiver and
the situation‰ (Turner et al., 1987: 44). Specifically, the salience of an identity to an individual is „determined by
the identityÊs subjective importance and situational relevance‰ (Ashforth and Johnson, 2001: 32; emphases in the
original). An identity is subjectively important to the extent that it is central and important to an individualÊs
self-definition (Oakes, 1987; Hogg and Terry, 2000). The situational relevance of an identity is determined by,
among other factors, its fit with the comparative context in a given situation. The comparative fit of a group
membership is enhanced to the extent that the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members of the ingroup and
relevant outgroup are greater than those among members of the ingroup (Oakes, 1987; Oakes, Turner, and
Haslam, 1991).
Properties of a group itself may also affect the potential salience of social identity based on that group
membership. In particular, group membership is more likely to become salient, when the group has greater
entitativity (Lickel et al., 2000; Castano, Yzerbyt, and Bourguignon, 2003). Entitativ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a collection of persons are perceived as being bonded together in a coherent unit‰ (Lickel et al., 2000:
224). A group is entitative to the extent that it is durable, the boundaries between groups are difficult to permeate
(i.e., changing group membership is difficult), and its members share similarities and a common fate (Campbell,
1958; Lickel et al., 2000). Membership in such a group is more likely to be subjectively important and has a
greater chance of becoming situationally relevant owing to the similarities among its members; therefore, the
social identity based on that group membership has a greater potential to become salient.
Some have viewed social identification in a narrow sense as synonymous with or as a corollary to the increase
in the salience of a social identity (Turner et al., 1987; Hogg et al., 2007). A more general view, however, is to
distinguish the two and conceptualize the former as a more inclusive concept encompassing the latter. In this
view, social identification, popularly defined as „the perception of oneness with or belongingness to some human
aggregates‰ (Ashforth and Mael, 1989: 21), involves not only the cognitive process of categorizing and
perceiving the self and others in terms of a salient social group membership but also the affective component of
attaching emotional significance to that group membership (van Dick, 2001; Edwards, 2005; Ashforth, Harrison,
and Corley, 2008). In other words, identification „engages more than our cognitive self-categorization and our
brains, it engages our hearts‰ (Harquail, 1998: 216).
Thus, while the salience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membership is generally conducive to identification with
that group, the relationship can also be moderated by a number of factors. In particular, social competition,
which involves intergroup comparisons on valued dimensions such as power or status and efforts to enhance the
ingroupÊs relative stand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uctural factor amplifying the effect of salient
social categorization on social identification, especially when the group is highly entitative (Tajfel and Turner,
1986; van Knippenberg, De Dreu, and Homan, 2004; Leslie, 2017). In other words, social competition between
entitative groups „activates‰ the latent social faultlines that may otherwise remain dormant (Hinds, Neeley, and
Cramton, 2014). In line with this, a plethora of studies have shown that a perceived threat to the value of social
identity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entitative groups, such as those based on gender, race, ethnicit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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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posed by the unfavorable comparison of the ingroup versus a relevant outgroup, induces stronger
identification with the ingroup (Mlicki and Ellemers, 1996; Branscombe, Schmitt, and Harvey, 1999; Schmitt et
al., 2002; Verkuyten and Yildiz, 2007; Cronin et al., 2012).
Social competition also affects oneÊs identification with a more inclusive group within the context of which
intergroup comparisons are made. The lower relative standing of an entitative ingroup (e.g., women) within the
context of a superordinate group (e.g., an organization) not only heightens identification with the subgroup (i.e.,
women) but also may undermine or „dilute‰ (Ellermers and Rink, 2005) identification with the superordinate
group (Hornsey and Hogg, 2000; Dovidio, Gaertner, and Saguy, 2007). In general, studies point to a number of
ways through which identification with a group may relate to that with another (Ashforth, Harrison, and Corley,
2008; Ramarajan, 2014). On the one hand, identification with one may facilitate that with another so that the two
types of identification tend to converge or become similar in strength. On the other hand, identification with one
may inhibit that with another so that the two tend to diverge or differ in relative strength. Divergent identification
likely occurs when membership in one poses a threat to satisfying basic self-concept motives, such as self-esteem
enhancement, from membership in another (Hornsey and Hogg, 2000). When oneÊs own subgroup compares
unfavorably to a relevant other in a superordinate group context, this poses a threat to collective self-esteem
associated with the subgroup membership and thereby brings about the divergence in subgroup and
superordinate identification. The divergence will be greater when oneÊs own subgroup is more differentiated
from the relevant other, which renders the subgroup identity more salient, and when the relative standing of
oneÊs own subgroup is lower within the superordinate context. Similarly, Sinclair, Sidanius, and Levin show that
attachment to oneÊs nation and oneÊs own ethnic group within the nation tend to be less positively related among
members of subordinate ethnic groups „because their ethnicity places them at a greater disadvantage within the
social system‰ (1998: 743).
The foregoing discussion suggests that the diverg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social identific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the two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fact, owing to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nderlying need or propensity for social identification, an individualÊs various types of identification with
multiple social groups often te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Glynn, 1998; George and Chattopadhyay, 2005;
Mayhew, Gardner, and Ashkanasy, 2010). Therefore, two types of identification, even though positively
correlated, can still be regarded as divergent in so far as the two differ in relative strength.

National Identity Salience and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MNEs comprise members of diverse nationalities. As such, they constitute an arena wherein members of
different nations come into contact, interact, and interdepend. In such a situation, national identity (i.e., social
identity based on nationality) tends to become salient among members of MNEs (Salk and Shenkar, 2001; Vaara,
Tienari, and Koveshnikov, 2019). More generally, studies indicate that nationality emerges as a particularly
salient social category in social contexts involving interactions between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Early
and Mosakowki, 2000; Li and Hambrick, 2005). In such contexts, nationality comes to constitute a „primary
trait‰ and thereby provide a basis for social identity more salient than those based on other ascribed social
categories, such as gender or race (Early and Mosakowki, 2000: 43).
Nationality becomes a particularly salient base for social categorization in multinational contexts, as nations in
general are highly entitative, often more so than other ascribed categories. A nation is highly entitative given its

| 85 |

2020년 융합학술대회: COVID19 이후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generally long history, its clearly demarcated and difficult-to-permeate boundaries (i.e., changing nationality is
difficult), and the sense of a common culture and fate shared among its members. Anderson (2006) famously
describes the nation as an „imagined community,‰ in which its members are bound together by their belief, or
„imagination,‰ of sharing common historical memories and cultural traits. In fact, the development of the sense
of shared cultural identity, promoted and sustained by the modern agencies of popular socialization such as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and mass media, constitutes the very condition necessary for the emergence of
modern nation-states (Gellner, 2008). The sense of common history and culture shared by members of a nation at
large distinguishes it from other social categories, such as gender or class, and makes it a more „cohesive and
potent base for collective identification‰ (Smith, 1991: 4).
Nationality is thus likely to be subjectively important, as it „provides a powerful means of defining and
locating individual selves in the world, through the prism of collective personality and its distinctive culture‰
(Smith, 1991: 17). Nationality also likely becomes relevant in situations involving interactions among members
of different nations. Members of different nations differ in terms of not only surface-level attributes, such as
physical appearance and language, but also deep-level attributes, such as values, norms, and beliefs (Toh and
Denisi, 2007). These differences in various attributes among members of different nations increase the
comparative fit and, accordingly, the situational relevance of nationality in the context of groups comprising
multinational members (Li and Hambrick, 2005; Polzer et al., 2006; Hinds, Neeley, and Cramton, 2014).
Within the MNE, studies suggest that national identity is particularly salient among host country members of
MNE subsidiaries (Gong, 2003; Toh and Denisi, 2007; Brannen and Peterson, 2009; Moore, 2011). This is
attributable to the greater influence of the foreign outgroup at MNE subsidiaries compared to the headquarters
(HQ), which increases the situational relevance of nationality in the subsidiary context and thereby renders
national identity more salient among host country employees. Although variations may exist in the degree to
which HQ exercise control over the subsidiary, the former generally retains a greater power to influence the
latterÊs operations, rather than vice versa, owing to the formerÊs formal right as the ultimate owner of the latter
(Bouquet and Birkinshaw, 2008). The foreign influence at subsidiaries is manifested by such mechanisms as the
withholding of key decision-making power regarding subsidiary operations by HQ, the appointment of foreign
nationals to important positions at subsidiar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policies
transferred from abroad (Edman, 2016). Ethnographic studies indeed demonstrate that in the face of such foreign
influence, host country managers actively mobilize their national identity to resist control and affirm their
distinctiveness (Ybema and Byun, 2009; Koveshnikov, Vaara, and Ehrnrooth, 2016; Baikovich and Wasserman,
2020).
Foreign influence and control not only render national identity salient among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but also may strengthen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own nation. As mentioned above, the drive to protect
collective self-esteem in the face of an unfavorable comparison of an ingroup versus a relevant outgroup in
valued dimensions such as power or status induces stronger identification with the ingroup, especially when the
group is highly entitative. In a similar vein, the power asymmetry between different national groups within the
MNE and the subordinate power posi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vis-à-vis foreign, particularly parent country,
managers, who overwhelmingly represent the top echelons of MNE HQ (Heijltjes, Olie, and Glunk, 2003; van
Veen and Marsman, 2008), may induce the former to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own nation. Accordingly,
we expect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foreign firms to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n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who are less likely to perceive a threat to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owing to
the lower power of their national ingroup vis-à-vis the foreign outgroup within their working organization.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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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rive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1 (H1):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n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The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with their own nation may interfere with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As mentioned above, identification with a group impedes that
with another to the extent that membership in one poses a threat to the fulfillment of basic self-concept motives,
such as self-enhancement, derived from membership in the other. The interference effect is likely to be greater
when the threatened ingroup is subjectively more important. Similarly, Rothman notes that „[w]hen peopleÊs
essential identities, as expressed and maintained by their primary group affiliations, are threatened or frustrated,
intransigent conflict almost inevitably follows‰ (1997: 5; see also Fiol, Pratt, and OÊConnor, 2009). Host country
managersÊ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the primary group with which they are affiliated, may thus be at odds
with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organization, as they face a threat to national self-esteem therein posed by the
disadvantageous power position of their national ingroup vis-à-vis the foreign outgroup. In contrast,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uch a threat to national self-esteem within their working
organization, and therefore, they perceive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and that with their organization to
be more compatible. Given the potential for the formerÊs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to interfere with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we thus expect that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will be less strong compared t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Accordingly, we
hypothesize as follows:
Hypothesis 2 (H2):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identify less strongly with their
organiz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Moderating Effects of Ten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Host country managers may differ in the degree to which they perceive a threat to their national identity within
the MNE subsidiary. MNE subsidiaries also may vary in the extent to which the experience of identity threat
among host country managers affects their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regards to the former, we
suggest that the length of the period in which host country managers have worked in a foreign organization
affects their perception of identity threat. Regarding the latter, we suggest that the perceived prestige of the
organization affects the impact of the perceived identity threat. Below, we specify in turn how ten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may relate to the perceived identity threat and its impact and thereby moder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host country managers’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respectively.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hip between foreignness of organization and national identification. A host
country managerÊs tenure in an MNE subsidiary may positively relate to the degree to which he or she perceives
a threat to the value of his/her identity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a nation. In the first place, national identity
may be more salient among those who have worked in a foreign organization for a longer period.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are likely to have had more experience interacting with foreign managers, which
may heighten their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national ingroup and the foreign outgroup.
Harrison, Price, and Bell (1998) show that while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s in surface-level attributes tend to
fade away as the length of intergroup interaction increases, those of the differences in deep-level attributes tend
to become more pronounced over time. Similarly, host country managers may become more awar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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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ifferences in deep-level attributes as they gain more experience working with foreign nationals, which
in turn would render nationality more salient in their self-identity.
The greater salie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may lead them to
perceive a greater identity threat within an MNE subsidiary. Kawakami and Dion (1993) suggest that as a social
identity becomes salient, people tend to focus more on intergroup comparison than intragroup comparison;
accordingly, an unfavorable comparison of the ingroup with a relevant outgroup elicits a stronger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Similarly,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to whom national identity is likely to
be more salient, are likely more attentive to the comparison between their national ingroup and the relevant
foreign outgroup. The perception of a threat to national self-esteem posed by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of a
national ingroup relative to a foreign outgroup in dimensions such as power, therefore, can be stronger among
those with longer tenure. As the perception of such a threat is likely to induce stronger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we thus predict that national identification will be stronger among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Hence, we posit the following:
Hypothesis 3a (H3a): Tenur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n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such that the difference in the strength of n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those working at MNE subsidiaries and domestic firms will be greater when their
tenure in the organization is longer.
The unfavorable comparison of a national ingroup with a foreign outgroup may have a different impact on the
n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depending on the prestige of the foreign organization. Studies
indicate that the prestige of a superordinate group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relative strength with which
members of a lower-status subgroup identify with their own subgroup and the superordinate group: subgroup
identification tends to be weaker and superordinate group identification tends to be stronger, as the prestige
associated with the latter increases (Hornsey and Hogg, 2002; González and Brown, 2006). When the prestige of
a superordinate group is high, the impact of the perceived threat on the value of the subgroup identity may be
less significant, as membership in the prestigious superordinate group promotes self-esteem and thereby
alleviates the need to protect self-esteem threatened by the lower status of oneÊs own subgroup. Similarly, the
perceived prestige of a foreign organization may mitigate the impact of the perceived threat to national
self-esteem, posed by the lower relative standing of their own national group within the foreign organization, on
host country managersÊ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Accordingly, we hypothesize the following:
Hypothesis 3b (H3b):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n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such that the difference in the
strength of n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those working at MNE subsidiaries and domestic firms will be
smaller when the organization is perceived to be more prestigious.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hip between foreignness of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noted above, the perception of a threat to national self-esteem derived from the unfavorable comparison of their
own national group with a foreign outgroup can be stronger among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in
an MNE subsidiary. The negative impact of the subordinate power position of their own national group on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may thus be greater among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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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we expect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will be stronger among those whose tenure in a foreign
organization is longer. We thus posit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4a (H4a): Tenur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such that the difference in the strength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those working at MNE subsidiaries and domestic firms will be greater
when their tenure in the organization is longer.
As mentioned before, the impact of the perceived threat on the subgroup identity may be less strong when the
prestige of a superordinate group is higher. The negative impact of the lower relative standing of oneÊs own
subgroup on superordinate group identification, therefore, can be less significant when the superordinate group is
associated with higher prestige. Similarly, the negative impact of the perceived threat to the value of their
identity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a nation on host country managersÊ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may be less strong when their organization is perceived to be more prestigious. Accordingly, we
expect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will be weaker when the perceived prestige of the organization is higher.
We thus pose the following:
Hypothesis 4b (H4b):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such that the difference in
the strength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those working at MNE subsidiaries and domestic firms
will be smaller when the organization is perceived to be more prestigious.

Ⅱ. METHODS
Sample and Data
Our data were derived from a sample of Korean managers working at domestic firms and MNE subsidia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Korea is a country that is ethnically homogeneous and has few social fault
lines based on other ascribed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ligion. The country therefore offers a suitable setting
to examine the relevance of nationality, since few other entitative categories provide a potent basis for social
identification there. Firms were classified as domestic if no single foreign entity owned more than 10 percent of
the firmÊs stake, the threshold above which qualifies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official statistics of
Korea. MNE subsidiaries were identified as such if they were majority- or wholly-owned by MNEs
headquartered in other countries. To ensure a certain degree of comparability between firms from which we drew
our sample, we limited our sampling frame to firms (domestic) and subsidiaries of those (foreign) included in the
Forbes Global 2000 list of the worldÊs largest companies in 2015.
To collect the data, we first sought managers who could help us identify and enlist their firmÊs managers for
the survey.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utilized such a method of using contact persons to gain access to the
sample (Du and Choi, 2010; Aryee et al., 2012; Raub and Liao, 2012). Contact persons were sought among the
students and alumni of professional MBA programs at two major business schools in Korea. A total of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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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s— 19 at domestic firms and 60 at MNE subsidiaries— agreed to cooperate. The number for MNE
subsidiaries was larger so that the subsidiaries of MNEs from various countries could be includ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se managers, we identified other managers to whom the survey could be sent. All respondents
were Korean nationals and had worked in their firm for at least a year. We then listed them in alphabetical order
and selected every second person as our sampl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2015 by sending an e-mail with a link to an online questionnaire. A total of
1,512 questionnaires were sent, of which 897 (59.3 percent) were returned. Excluding responses with missing
data, the final sample included 219 managers of 19 domestic firms and 624 managers of 60 MNE subsidiaries
from 11 countries. Table 1 provides the list of countries and the number of subsidiaries of MNEs based in each.
Each subsidiary belonged to a different MNE. The respondents per firm ranged from 3 to 34, whos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SD) were 11.5 and 5.5, respectively, for domestic firms and 10.4 and 6.2, respectively, for
MNE subsidiaries.
Table 1. Number of Subsidiaries per Parent Country
Country

Subsidiaries

Finland

2

France

1

Germany

10

Hong Kong

2

India

1

Japan

7

Netherlands

2

Sweden

1

Switzerland

2

United Kingdom

6

United States

26

Measures
We followed the back-translation procedure recommended by Brislin (1986) to translate the survey items from
English to Korean. All items were rated on a 7-point Likert-type scale that rang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Dependent variables. National identification was measured using three items developed by
Mlicki and Ellemers (1996). The items were „I am glad that I am Korean,‰ „I feel strong ties with Koreans,‰ and
„I am like other Koreans‰ (α = 0.88).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as measured using five items developed by
Mael and Ashforth (1992). Sample items included „This firmÊs successes are my successes,‰ „I am very
interested in what others think about this firm,‰ and „When someone praises this firm, it feels like a personal
compliment‰ (α = 0.87). In the questionnaire for MNE subsidiary managers, it was specified that „this firm‰
referred to the subsidiary rather than the MNE as a whole.
Independent and moderating variables. Foreign-owned firm is a dummy variable coded as 1 for foreign firms
and 0 for domestic firms. Tenure was measured as the number of years that each manager had worked in the
current organization. Organizational prestige was measured using five items developed by Mael and Ash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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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Sample items included „Overall, this firm is considered good by others,‰ „In general, others respect this
firm,‰ and „This firm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firms‰ (α = 0.87).

Control variables. We controlled for gender, age, and job level, the demographic variables identified in
RikettaÊs (2005) meta-analytic review as significant correlate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Female gender is
a dummy variable coded as 1 for female and 0 for male. Age was measured in years. Job level was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assistant manager, manager, deputy general manager, general manager, director, and other. A
dummy variable was assigned to each category except the first, which was used as the reference category.
We also controlled for job function, in view of the previous studies suggesting that profession may also
constitute an important locus of social identification (Russo, 1998; Bamber and Iyer, 2002; Johnson et al., 2006;
Millward and Haslam, 2013). Job function was classified into 11 categories, including strategic planning, finance
and accoun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research and development (R&D), marketing and sales,
and service. A dummy variable was assigned to each except marketing and sales, which provided the reference
category.
EmployeesÊ perceptions as to how well they are treated by their organization may als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particular, studies demonstrate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ignificantly relates to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Sluss, Klimchak, and Holmes, 2008; Edwards and
Peccei, 2010). We thus controlled fo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easured using six items derived from
Shanock and Eisenberger (2006). Sample items included „The organization really cares about my well-being‰
and „The organization values my contribution to its well-being‰ (α = 0.86). In a similar vein, we controlled for

pay satisfaction, as the material compensation received from an organization also likely constitutes an important
aspect of the organizationÊs treatment. Pay satisfaction was measured using four items introduced in Heneman
and Schwab (1985), which included „I am satisfied with my overall level of pay‰ and „I am satisfied with the
firmÊs pay structure‰ (α = 0.89).
Managers of domestic- and foreign-owned organizations may differ in their perceived career prospects, as the
latter may perceive disadvantages relative to parent country managers in advancement opportunities within the
whole corporation (Levy et al., 2015). We thus controlled for perceived career prospects, measured using three
items derived from Reiche, Kraimer, and Harzing (2011). Sample items included „This firm will provide me with
future positions that fit with my career goals‰ and „There are enough opportunities to pursue my career goals
within this firm‰ (α = 0.90).
Domestic and foreign firms may also differ in the level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they
undertake in the local society, as the former may be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local stakeholders. Given
the findings of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SR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Kim et al., 2010; De Roeck
and Delobbe, 2012), we thus controlled for perceived CSR, measured using five items derived from Lichtenstein,
Drumwright, and Braig (2004). Sample items included „This firm gives back to the communities in which it does
business‰ and „This firm integrates charitable contributions into its business activities‰ (α = 0.90).
We also controlled for industry, because indust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vel of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on, can influence employeesÊ identification with their working organization (Mael and Ashforth, 1992).
We classified industry into 21 categories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ssigned a
dummy variable to each, and used manufacturing as the reference category.
Finally,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individuals differ in their propensity to identify with social groups
(Glynn, 1998; Mignonac, Herrbach, and Guerrero, 2006; Mayhew, Gardner, and Ashkanasy, 2010), whi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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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ttributed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need for social identification. An individualÊs level of
identification with a salient social group is thus likely to be correlated with his/her level of identification with
another social group. Thus, George and Chattopadhyay (2005) suggest that controlling for the level of
identification with one social target when examining that with another offers a way to control for such individual
differences. Accordingly, we controlled for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on covariates and vice versa.

Analysis
We posit that choice of organizational type (i.e., domestic versus foreign firms) is not a random assignment.
As such, we employed treatment effect regression analyses to address the potential non-random assignment of
organizational type (Maddala, 1983). For the treatment equation, we included female gender, previou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foreign language anxiety as independent variables. A dummy indicator for female
was included, in view of the labor market discrimination existing in Korea under which males tend to be favored
over females for employment among domestic firms (Siegel, Pyun, and Cheon, 2019). We included previous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foreign language anxiety, as it is plausible that individuals who have greater foreign
experience and are more at ease with foreign language may be more open to finding a job in a foreign company.
Previous international experience was measured as years of stay in foreign countries before entering the current
firm. To measure foreign language anxiety, we used two items adapted from Miller, Kim, and Benet-Martinez
(2011), which included „I feel nervous communicating in a foreign language‰ (α = 0.94). We also used the
cluster-correlated robust variance estimates to account for the potential non-independence among responses
within a firm (Froot, 1989; Wooldridge, 2010).

Ⅲ. RESULTS
Table 2 lis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The mean variance inflation factors are 2.08 and 2.07 in
the equations with dependent variabl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respectively.
As such, multicollinearity is not a significant issue in our sample. The mean values of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re, respectively, 4.91 (SD = 1.08) and 5.07 (SD = 0.92) for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and
5.03 (SD = 1.12) and 4.68 (SD = 1.20) for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indicating a greater divergence
between the dual identification of the latter.
Table 3 shows the results of the treatment effect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Models 1 and 2 show the results for the main effects of organizational type on national
identification (i.e., H1 and H2, respectively). In Model 1, the coefficient of foreign firm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1.200, p < 0.001), corroborating H1 that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n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Other things being
equal,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higher level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200 points on a 7-point scale. In Model 2, the coefficient of
foreign firm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1.269, p < 0.001), supporting H2 that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identify less strongly with their organization than do those work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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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firms. Other things being equal,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lower
lev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269 points on a 7-point
scal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Table 3. Results of Treatment Effect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V:

NI

OI

NI

OI

1.200***

-1.269***

1.276***

-1.300***

(0.343)

(0.175)

Main
Foreign firm

(0.300)

(0.170)

Foreign firm × Tenure

0.034*

-0.019

(0.013)

(0.011)

Foreign firm ×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0.209*

0.200**

(0.104)

(0.067)

-0.019

0.020

Tenure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Perceived career prospect
Pay satisfac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erceiv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
Female gender

0.009

0.005

+

(0.009)

(0.007)

(0.012)

(0.011)

0.119**

0.353***

0.274**

0.201***

(0.044)

(0.048)

(0.093)

(0.051)

0.063

0.096*

0.059

0.098*

(0.045)

(0.041)

(0.044)

(0.041)

0.047

-0.020

0.043

-0.017

(0.038)

(0.043)

(0.039)

(0.043)

0.078

0.152*

0.077

0.151*

(0.056)

(0.059)

(0.055)

(0.059)

0.007

0.027

0.010

0.023

(0.032)

(0.030)

(0.031)

(0.031)

-0.011

0.007

-0.012

0.008

(0.010)

(0.010)

(0.010)

(0.010)

+

-0.015

-0.138

-0.024

(0.085)

(0.103)

(0.086)

(0.104)

-0.147

National identification (NI)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I)

+

0.196***

0.204***

(0.031)

(0.031)

0.232***

0.240***

(0.03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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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V: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NI

OI

NI

OI

Job level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Job function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Constant

2.480***

3.310***

2.401***

3.307***

(0.530)

(0.438)

(0.512)

(0.438)

0.244

0.298+

0.240

0.300+

(0.181)

(0.181)

(0.178)

(0.180)

0.223*

0.238**

0.215*

0.234**

(0.088)

(0.091)

(0.086)

(0.090)

Foreign firm
Female gender
International experience
Foreign language anxiety
Constant
Observations

0.011

-0.013

0.010

-0.013

(0.035)

(0.036)

(0.033)

(0.035)

+

0.481*

0.412+

0.486*

(0.237)

(0.232)

(0.233)

(0.230)

0.401
843

843

843

843

AIC

3378.673

3233.975

3370.684

3230.017

Log-likelihood

-1651.337

-1579.988

-1646.342

-1576.00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Models 3 and 4 show the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s of ten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ype and national/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Model 3,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foreign firm and tenure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0.034, p = 0.010), corroborating H3a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on national
identification is stronger for managers with longer tenure.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foreign
firm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0.209, p = 0.045),
supporting H3b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on national identification is weaker
for managers with a higher level of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n Model 4,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foreign firm and tenure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0.019, p = 0.082), corroborating H4a that organizational tenure aggravates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foreign firm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0.200, p = 0.003), supporting H4b that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mitigates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foreignness of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Figure 1 graphically illustr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en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As shown in Panel (a), when tenure is low (at mean - 1 SD),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higher level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076
points on a 7-point scale, but when tenure is high (at mean + 1 SD), the difference increases to 1.479 points. In
contrast, Panel (b) shows that when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low,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higher level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484 points on a 7-point scale, but when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high, the difference decreases to
1.07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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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ilar pattern can be found for the moderating effects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shown in Panel
(c), when tenure is low,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lower lev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189 points on a 7-point scale, but
when tenure is high, the difference increases to 1.413 points. In contrast, Panel (d) shows that when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low, host country managers working at MNE subsidiaries show a lower lev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compared with their domestic counterparts by 1.499 points on a 7-point scale, but
when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is high, the difference decreases to 1.102 points.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enur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Robustness Checks
We performed several alternative analyses to test the robustness of the findings. First, as multiple managers
within a firm responded to our survey, our data are multilevel in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 managers are
nested within a firm. Given the multilevel structure of our data, we also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Specifically, we specified a random-intercept model for firms and found consistent results. Second, we
performed two separate analyses involving subsamples that excluded the responses from MNE subsidiaries
whose parent country was the US and Japan, respectively. The former was excluded because the subsidiaries of
US MNEs accounted for a disproportionately large share of the foreign firms included in our sample. The latter
was excluded in light of the uneasy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wo separate analyses
yielded results similar to those based on the full sample. Third, we checked whether the inclusion of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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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variables might influence the results. We adde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as we found these variables to be correlated with our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erceived organizational prestige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a post-hoc analysis. The
former was measured using four items derived from Luo and Park (2004), while the latter was measured using
nine items derived from Jensen, Patel, and Messersmith (2013). The inclusion of these control variables did not
alter the main results.

Ⅳ. DISCUSSION AND CONCLUSION
„Of all the collective identities in which human beings share today, national identity is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and inclusive‰ (Smith, 1991: 143).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the value and distinctiveness of
oneÊs national identity can thus have a significant psychological impact, including stronger nationalistic
attachment and resentment toward the social system under which the threats are being posed. This study
highlights the exposure of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to such threats within the foreign
orga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ascribed nation and that with their working
organization. We find that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facing such identity threats,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nation and less strongly with their organization than those of domestic firms do. We also
find that the impact of foreignness is stronger for host country managers with longer tenure and weaker for those
at firms with higher prestige.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management by highlighting a distinct psychological
dilemma faced by the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Having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local environment, host country managers play a key role in the successful operation of MNE
subsidiaries in the host country (Law et al., 2009). Despite their importance, however, relatively little resear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st country managers, in stark contrast to the extensive research on expatriate
managers at subsidiaries (see Takeuchi, 2010, f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latter). The relative lack of
interest in host country managers seemingly reflects the implicit premise that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do
not differ materially from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in their organizational experiences and therefore do
not merit special attention. This study challenges this premise by highlighting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formerÊs cross-cutting identities based on their nationality and membership in the foreign organization. The
conflict arises because foreign influence and control in MNE subsidiaries run counter to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and distinctiveness. In contrast,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uch a conflict
between their identities based on nationality and organizational membership, as the two are nested, rather than
cross-cutting, in that the organization is rooted in the nation, and therefore are likely to be perceived as more
consistent. Given that „the experience of identity conflict … ultimately impair(s) identification with one or both
loci‰ (Ashforth, Harrison, and Corley, 2008: 355), our finding of the formerÊs lower identification with their
organization compared to the latter points to the formerÊs exposure to the distinct identity conflict within the
foreign organization.
Our finding also reveals an important but previously overlooked source of liabilities of foreignness (L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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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dvantages that foreign firms face relative to domestic firms with respect to several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host countries (Mezias, 2002: 265). In identifying the sources of LOFs, the previous literature has mainly
focused on factors relat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host country, such as foreign firmsÊ lack of
understanding thereof, discriminatory treatment faced thereby, and lack of established connections therein
(Zaheer, 1995; Mezias, 2002; Eden and Miller, 2004; Denk, Kaufmann, and Roesch, 2012; Wu and Salomon,
2017). Little attention, however, has been paid to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firms may also face disadvantages
due to factors related to their internal human resources. As already mentione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significantly relates to a variety of work- and organizationally-relevant attitudes and behaviors, such as work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ich collectively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latively lower lev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MNEsÊ host country managers
thus indicates that foreign firms may indeed be at a disadvantage relative to domestic firms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engage and utilize their host country human resources. Host country managers, who likely have
extensive knowledge, experience, and connections in the host country,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mitigating
LOFs attributable to external sources, such as unfamiliarity with the local environment and lack of local
connections. As their potential contribution in this regard can be inhibited by their relatively low identification
with the foreign organization, this, therefore, seems to constitute a more primary source of LOFs than the
external sources highlighted in the extant literature.
The finding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MNE subsidiary staffing policies. One way to cope with the
relatively lower lev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MNEsÊ host country human resources could be to
staff important positions in the subsidiary with parent country managers. Some early literature on subsidiary
staffing has already advocated the need for greater utilization of parent country expatriates on account of the
relatively lower organizational attachment among host country managers (Kobrin, 1988). However, the greater
role played by expatriates may lead to even lower levels of organizational attachment among host country
managers (Hitotsuyanagi-Hansel, Froese, and Pak, 2016; Lee, You, and Bae, 2017), thus posing a dilemma for
the subsidiary staffing policy. The significant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presti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ness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observe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a clue to reconcile
this dilemma. That is, given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is weaker when the foreign organization is perceived to
be more prestigious, highly prestigious MNEs may minimize the role played by parent country expatriates to
avoid alienating host country managers. On the other hand, less prestigious MNEs may rely on parent country
expatriates to a greater extent to offset the potentially lower organizational attachment among their host country
human resources.
Our findings on national identification als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identity of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suggests that social identification entails identifying
with the values and norms believed to be typical among members of the ingroup (Hogg and Terry, 2000).
Similarly, identifying with oneÊs own nation would entail identifying with the cultural values and norms believed
to be typical among members of the nation. Our finding that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maintain a strong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 thus implies that they maintain a strong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onal culture. The finding is seemingly at odds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such as CaprarÊs (2011), which
characterizes host country managers as „foreign locals‰ who are less reflective of their national culture. The
contrasting findings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research setting of the two studies. CaprarÊs study
was conducted in Romania, a former socialist country that is economically less developed and has fewer
internationally renowned domestic firms compared to Korea. In CaprarÊs study,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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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st past and the greater prestige accorded to foreign firms, attributable to the relative dearth of prestigious
domestic firms, might have accounted for the stronger attachment to the foreign culture and lower attachment to
the native culture exhibited by the Romanian managers of American MNE subsidiaries. This may not be so,
however, in host countries that are more economically developed and have a greater number of domestic firms
whose competitiveness and prestige match those of foreign MNEs. Our finding indicates that, in such a setting,
those working at foreign firms still strongly maintain their own national cultural identity.
Our findings of the difference in the levels of n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
managers and among those with different lengths of organizational tenure suggest that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an individual is not fixed but context dependent. Specifically,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suggests
that oneÊs identity is defined in contrast to a relevant outgroup in a given situation: when the situational relevance
of an outgroup changes, oneÊs self-view changes as well (Hogg and Terry, 2000). The context-dependence
perspective on national cultural identity runs counter to a more conventional approach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literature, which tends to treat an individualÊs cultural identity as a given. For example, Hofstede
and colleagues note that „by the time a child is ten, most of his or her basic values are probably programmed into
his or her mind‰ (1990: 312), implying that an individualÊs cultural identity is largely determined during
childhood and remains stable thereafter. Accordingly, the controversy focused on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
members of the nation share similarities in their cultural self-views (e.g., Tung and Verbeke, 2010). Such focus
on potential cultural variance among individual members of a nation seems to betray the tendency to view an
individualÊs cultural identity as a given, since the differences among co-nationals in cultural self-views likely
become less relevant if we accept the situational variability of an individualÊs self-view: when a common
outgroup becomes situationally relevant, the co-nationals would perceive themselves to be more similar, whereas
in the absence of a relevant outgroup that renders their common ingroup identity salient, they would perceive
greater differences among them.
The different approaches to national cultural identity may offer different implications as to how to mitigate
identity conflict and its impact among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First, the conventional
approach might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differences among host country nationals, MNEs may better recruit
those who are more like „foreign locals,‰ that is,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less with their native culture
and/or are more cosmopolitan in their cultural orientation. The context-dependence perspective on cultur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casts doubt on the effectiveness of recruitment based on oneÊs „inherent‰ cultural
orientation, if there is any such thing. After all, the „foreign locals,‰ although they might have been so when
initially joining a foreign firm, may not remain as such, as the relevance of the foreign outgroup within their
organizational context may lead them to increasingly identify themselves with „locals,‰ as our finding suggests.
Indeed, Caprar (2011) shows that such change is likely as the tenure in a foreign organization increases: while
most of those whom he classified as „infatuated‰ with foreignness had shorter tenure, those with longer tenure
tended to exhibit more complex attitudes toward the foreign and native cultures.
Second, the conventional approach may suggest that MNEs should extend efforts to facilitate the
„accultur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or promote changes in their cultural orientation, through such means
as sustaine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Selmer and de Leon, 2002). The context-dependence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casts doubts on the feasibility and efficacy of such policies. In the first place, our finding of
strong national identification among host country managers, stronger than that of those working at domestic
firms, points to the difficulty of bringing about enduring changes in the cultural identity derived from affiliation
with a primary group such as a nation. Moreover, the finding that those with longer tenure, who are likely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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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greater experience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more strongly maintain their national identity also seems
to point to the limitations of pursuing cultural change. Even if progress can be made in the acculturation of host
country managers, this would not be sufficient to alleviate their identity conflict, given that the conflict is
attributable as much to the perception of a threat to their sense of national pride, inspired by the asymmetric
power relations between their national ingroup and the foreign outgroup, as to the subje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is regard, the context-dependence perspective would sugges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change
the context, rather than individuals, as a way to mitigate the conflict between the cross-cutting identities of host
country managers. The conflict between subgroup and superordinate group identities often originates from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of oneÊs own subgroup within the superordinate context in valued dimensions such as
power or status. Thus, changing the structural context in a way that reduces the inequalities that may exist
between different national groups within the MNE seems to offer a more fundamental, if not more practical, way
to mitigate the psychological dilemma faced by the host country managers of MNE subsidiarie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warrant mentioning and provide promising avenues for future studies. First, our
theoretical framework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nations are highly entitative. However, variations may
exist in the degree to which nations are entitative. A discussion on factors relating to the entitativity of a nation
lies outside the scope of the current study. However, we can speculate that a nation is entitative to the extent that
it has a long history of being a political entity; a definite and distinguishable set of cultural values, norms, and
traditions shared by its members at large; and few social boundaries based on ascribed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ethnicity, religion, or class. On the other hand, nations that have come to constitute a sovereign state
relatively recently, that have inherited diverse cultural traditions, and/or where there are salient social divisions
based on ascribed characteristics are likely low in entitativity. In such contexts, members of a certain social
category may identify more strongly with their own category than with the nation, and members of a
disadvantaged group may identify more strongly with foreign employing organizations than domestic ones
wherein they may face greater discrimination by the dominant group. Examining how salient social category
membership and nationality interact to affect attitudes toward foreignness in the context of less entitative nations
thus seems to provide an interesting avenue for future research.
Second, we cannot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ur sample host country
might have affected the findings. In particular, Korea is a country whose culture i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collectivism (Hofstede, 2001). The tendency for ingroup favoritism and outgroup derogation may be more
pronounced among people from more collectivistic cultures. Similarly, the nationalistic sentiment favoring
domestic firms over foreign firms may be stronger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collectivistic cultures such as
Korea. We leave the task of testing whether similar findings may hold in the context of other host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o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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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서 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의 증가와 변동성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
2020년 5월 14일에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1)을 합의하기에 이

르렀다 .
Â코로나 19 대응 행동계획 Ê합의는 총 38개의 무역과 투자 관련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TF)를 비롯하여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 및 물류 연결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을 위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합의는 팬데믹 (pandecmic)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장
려하여 , 국제 무역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 또한 증진시키는데 국제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됨을 의미한다 .
이처럼 무역원활화는 그동안 비관세장벽이 점차 심화되어온 것은 물론 , 현재 코로나 19와 같은 메가 (mega) 환
경변수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2) 사항들을
각국이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협정이행의 준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무역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거대한 환경변
수에서 촉발되는 위기는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력과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중소기업은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는 외부환경의 충격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물론 ,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
현재 직면해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작금의 사회 ·경제적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글로벌 물
류의 이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이는 무역원활화의 기본 전체와도 같으며 , 비가시적인 속성이 두드러지기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0년도 박사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1) G20 Actions to Support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Response to COVID-19, 2020.05.14
2) 2013년 12월에 WTO 제9차 장관회의를 거쳐, 2017년 2월 22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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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역원활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마련되어 왔다 .
각국 정부들은 이를 협정 이행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하며 자국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들
을 시행하는 등 WTO는 원활한 무역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세계 164개 회원 국가들의 역량 강화 , 분쟁해
결제도 마련 등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CECD/WTO, 2019)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적용가능하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무역원활화가 주로 거시적인 논의로
이루어지던 것을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특히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았을 때 , 각 네트워크 단계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진출 정도나 주력하는 단계가 다르다
는 것에 기반 하였다 . 또한 무역원활화나 비관세장벽과 등에서 다루어지는 위기관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
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 근거이다 .(World Bank, 2017)
<표 1> 물류성과지표의 2016년 -2018년도 순위 비교
국가

2018년 순위/점수(5점 만점)

2016년 순위/점수

독일

1 / 4.20

1 / 4.23

스웨덴

2 / 4.05

3 / 4.20

벨기에

3 / 4.04

6 / 4.11

오스트리아

4 / 4.03

7 / 4.10

일본

5 / 4.03

12 / 3.97

네덜란드

6 / 4.02

4 / 4.19

싱가포르

7 / 4.00

5 / 4.14

덴마크

8 / 3.99

17 / 3.82

영국

9 / 3.99

8 / 4.07

핀란드

10 / 3.97

15 / 3.92

출처 : Arvis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물류의 관점에서 무역원활화의 성과를 측정한 World Bank의 물류성과지표 (Logistic
Performance Index, LPI)를 실증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 이는 해당 지표가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조사 및 지표작

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 다른 지표에 비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온 바 , 자료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선정
근거로 하였다 .
<표 1>은 LPI 점수 상위 10개 국가들을 비교한 것이며 , 1위는 독일이 현재 유지하고 있다 . 독일은 인프라시

설은 물론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총점 3.61로 25위에 기록되어 있
다.
향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더
불어 2014년 제 2차 UN개발도상국회의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운송 인프라 투자와 세관 효율성 등이 요구되어왔
다 .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적절한 측정 지표를 LPI로 판단하여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 무역원
활화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부합한다고 본다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 LPI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Variable
selection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 중 Variable selection에서는 LPI를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을 개별 독

립변수로 적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해 최적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선택을 진행하였다 . 또한 해당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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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재구성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총점을 독립변수로만 활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연구 분석
을 설계하였다 .

Ⅱ.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연구
무역원활화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 먼저 Grainger(2011)와
Duval(2007)은 무역원활화의 정의를 국제 거래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세관 통관 및 운송 등에 있어 합법적이

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 보호 , 관련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된 주장을 보인다 .
반면 , 보다 세부적인 정의로는 무역원활화가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속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 물리적 속성에는 공항이나 항구 등의 무역 관련 인프라시설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적 속성에는 투
명성이나 신뢰성 , 물류 환경 및 세관 운영 방안 등의 제도적 성격을 이루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Portugal-Perez
and Wilson, 2012)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시적 측면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각국 정부가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것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협정 이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만들어진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들을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
이다 .
정책 관점의 경우 , 무역원활화협정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통관절차
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무역 ·통관시스템을 기반
으로 글로벌 통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김민성 , 2018) 이 외의 정책 연구들도 과거
상대방 국가의 무역원활화 정책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에서 점차 우리나라가 무역과 통상에서 선진국 지
위를 획득한 바 , 그 역할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
Orliac(2012)은 무역원활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연구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이러한 무역원활화가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특히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무역
원활화의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Hoekman and Nicita(2011)는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의 개선이 국가 수출 증대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 예컨대 중간소득 (middle-income)국가의 경우 , 무역원활화 지표 수치를 개선하면 수출은 약
17%, 수입은 약 13.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Beverelli and Ticku(2020)는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관세 회피 성향을 약 12% 감소시키는 것을 밝혔으며 ,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보호무역의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무역원활화 논의가 관세까지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 무역원활화 관련 연구들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서비스 차원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는 디
지털 전환 등의 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 van der Marel and Shepherd(2020)는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
환으로 서비스 무역 촉진 개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 더불어 서비스 무역의 원활환 글로벌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론적으로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데 일조
한다고 보았다 .
Martí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으며 , 물류성과지표
(LPI)를 이용하였다 . 해당 지표의 하위영역들을 각각의 변수로 활용하였고 , 분석 결과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도 무역원활화 조치 시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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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모형 이외에도 일반균형연산모형 (CGE)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으며 , 간혹 이를 혼합한 혼합모형을 사용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Ferrantino and Tsigas, 2013)
이처럼 무역원활화 관련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정책 그리고 실증연구로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는 많지 않다 . Li and Wilson(2009)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게 무역원활화로
인한 수출환경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도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또한 González and Sorescu(2019)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내 중소기업 모두 무역원활화의 촉진이 수출입 , 특
히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며 ,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바 , 무역원활화를 측정한 지표의 총점을 독립변수로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하위영역별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 이들을 개별 독립변수로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무역원활
화를 구성하는 영역 중 , 어느 부분에 집중하여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본다 .
즉 ,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 중 , LPI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며 , 하위영역들을 개별로 고려
하지 않은 기존 연구와 달리 이들을 개별 변수로 분석에 이용한다 . 분석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
1단계는 Variable selection, 2단계는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무역원활화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무역원활화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LPI는 World Bank에서 2년 주기로 발표
하는 무역원활화를 측정한 지표이다 . LPI는 세부적으로 , 세관 효율성 (Customs), 운송 인프라 (Infrastructure), 물
류 서비스품질 (Services quality), 적시성 (Timeliness), 국제운송 (International shipments), 화물 추적 (Tracking
and Tracing) 등 총 여섯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하위영역들이 의미하는 바는 , 먼저 세관 효율성 (Customs)의 경우 , 국경에서의 세관 ·통관 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항목이며 운송 인프라는 무역 및 운송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인프라시설 품질을 의미한다 . 물류 서비
스품질은 통관 중개나 화물트럭 등 운송 중개를 아우르는 물류 서비스의 전체적인 역량에 따른 품질을 측정한
다.
적시성은 운송 예정 혹은 예상 운송 시간 내 수탁자에게 화물이 도달하는 빈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 국제운송
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화물 선적 등이 용이하게 일어나는지를 측정한 값이다 . 마지막으로 화물 추적은 위탁
화물의 경로와 선적 현황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기능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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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PI의 6가지 하위영역 분류

출처 : Arvis et al., 2016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항목들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일 지표로 집계한 것이 LPI이며 , World
Bank(2018)는 이를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집단으로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 먼저 세

관 효율성 , 운송 인프라 , 물류 서비스품질은 정책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투입
(inputs)에 해당한다 . 반면 , 적시성 , 국제운송 , 화물 추적은 서비스 성과 차원으로 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서

비스 전달에 따른 성과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적시성은 시간 , 국제운송은 비용 , 화물 추적은 신뢰성을 각각의 성
과물로 본다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 정책규정 , 즉 투입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인 세관 효율성 , 운송 인프라 , 물류 서비스품질
은 독립변수로 , 서비스 성과 차원인 적시성 , 국제운송 , 화물 추적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
독립변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으로 ,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 또한 LPI와 수출액 변수 모두 시점
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3.2 연구방법
기존 연구를 통해 무역원활화와 수출 , 수입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LPI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LPI의 하위영역별로 Variable
selection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 즉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되며 먼저
LPI 하위영역을 개별 독립변수로 활용 ,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최적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Variable selection

분석을 진행한다 . 이어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여 두 단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2.1 Variable Selection 분석 및 최적모형 판단 기준
박명현 ·오준석 (2019)은 LPI 하위영역들을 Lasso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Variable selection의 차
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으며 , 그 결과 중소기업은 국제운송 , 물류 서비스품질 , 화물 추적의 변수가 선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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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견기업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 대기업은 선택된 변수가 없
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Lasso 회귀분석이 계수추정을 할 때 , 계수가 0이 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 Variable selection, 즉 최적모형을 도출하는데 있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되는 변수의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또한 기존에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빅 데이터나 머신러닝 등 독립변수의 영향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인다 .
이는 최적의 변수와 모형을 도출하는데 있어 여러 판단 기준을 적용 및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Variable selection 분석을 이러한 배경 하에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 기존
연구에서 Lasso 회귀를 통한 것과 달리 , Variable selection 기법 중 회귀분석에서 자주 이용하는 Stepwise
selection, 그리고 All Subset 함수를 적용하고자 한다 .3) 또한 Stepwise selection은 변수를 선택하여 최적모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ll Subset 함수는 R2adj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한다 .
AIC와 BIC는 모두 벌점화 (penalized)된 선택기준으로 , AIC에 비하여 BIC는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여 도출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 두 기준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 양자 모두 값이 작게 나올수록 도출된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

    ln 
   ln   ln 
4)
Variable selection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R의 Step 함수를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 해당 함수는 AIC 옵션만 적

용이 가능하다 . 이에 R2adj와 BIC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All Subset 함수를 함께 분석에 사용한 것이며 결론
적으로 AIC, R2adj, BIC 판단 기준을 본 분석에서 모두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 이는 Variable selection의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
3.2.2 매개효과 분석 및 모형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Baron·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 테스트 (Sobel-test)를 적용
하였다 . 먼저 Baron·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은 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구별하기 위해 처음 논의가 이
루어졌으며 , 제 3변수의 Âmediator functionÊ에 기반하여 매개효과의 인과관계 구조를 보여준다 . 여기에서 종속변
수는 두 개의 인과관계 경로를 갖게 되는데 ,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매개변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 . 또 다른 경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한다 .
위와 같은 구조는 3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진행하며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하지 않으나 ,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다면 이는 Â완전 매개 Ê로 해석한다 . 그러나 모든 베타값이 유의하면서 마지막 3단계를 진행할
때 독립변수의 베타가 감소하는 경우는 Â부분 매개 Ê한 것으로 해석한다 .
3)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1step만 나타나 AIC가 더 이상 감소
되지 않았고, 후자는 Stepwise selection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pwise selection 분석만 제시하
였다.

 는 ‘maximum value of the likelihood function’
4) K는 ‘number of estimated parameters’, n은 ‘number of observations’, 
을 의미한다.
| 142 |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무역원활화의 매개효과 분석: 물류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그림 2]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

[그림 2]는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 독립변수에는 세관 효율성 , 운송

인프라 , 물류 서비스 품질이 있으며 매개변수로는 국제운송 , 화물 추적 , 적시성이 해당한다 . 종속변수는 우리나
라 중소기업 수출액이며 , 연구모형은 총 9개로 구성되어 분석을 진행한다 .
이러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간접적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개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단
점이 존재한다 . 이와 대조적으로 추가로 분석을 실시한 소벨 테스트는 직접적인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
인이 가능하다 . 때문에 양자의 장 ·단점을 보완하고자 두 가지 분석을 매개효과 검증 시 함께 적용한다 . 참고로
소벨 테스트의 결과는 해당 결과값이 +1.96, -1.96보다 큰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본다 .

Ⅳ. 실증분석
4.1 LPI의 Variable Selection 분석
<표 2> Stepwise selection 분석 결과 (AIC 기준 )
변수명

선택 여부

세관 효율성 (Customs)

O

운송 인프라 (Infrastructure)

O

물류 서비스품질(Services quality)

-

국제운송(International Shipments)

O

화물 추적 (Tracking and tracing)

O

적시성 (Timeliness)

-

위의 <표 2>은 AIC 기준을 적용한 Stepwise selection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 해당 결과에 따르면 , LPI의 하위
영역 중 , 세관 효율성 , 운송 인프라 , 국제운송 , 화물 추적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물류 서비스 품질과
적시성은 선택된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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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l Subset 함수 및 R2adj 기준 분석 결과

다음으로 , [그림 3]은 All Subset 함수의 Variable selection의 결과이며 최적모형 판단 기준은 R
용하는데 위의 그림은 그 중 ,

2
adj

와 BIC를 적

2
R adj

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를 나타낸다 .

분석 결과는 Stepwise selection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 세로축의 상단 값 , 즉 R2adj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
의 가로축 독립변수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4] All Subset 함수 및 BIC 기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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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ll Subset 함수에서 BIC 기준에 따른 결과를 [그림 4]에서 살펴보면 , 앞서 언급한 결과와는 다른 변
수가 선택되었다 . 여기서는 기준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선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의 상단에서 선택된 변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 분석 결과 국제운송만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R

2
adj

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매우 대조

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
<표 3> Variable selection 판단 기준별 분석 결과
변수명

선택 여부
AIC &

2
R adj

BIC

세관 효율성 (Customs)

ㅇ

-

운송 인프라 (Infrastructure)

ㅇ

-

국제운송(International Shipments)

ㅇ

ㅇ

물류 서비스품질(Services quality)

-

-

화물 추적 (Tracking and tracing)

ㅇ

-

적시성 (Timeliness)

-

-

<표 3>은 Variable selection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비교한 것으로 각기 다른 기준 하에서는 최적모형에 선택

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 이들 독립변수 중 , 공통적으로 선택된 국제운송은 Lasso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던 선
행연구에서도 선택되었던 변수이다 . 따라서 국제운송은 최적모형의 판단 기준인 AIC, R2adj, BIC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도 독립변수인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대해 공통으로 선택되어 나타나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BIC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분석에서 관찰한 모형들의 집안 내에 실제 모형이 들어있을 리가 없
다고 보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하므로 AIC에 비하여 선택되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
는 것이 특징이다 .

4.2 LPI 하위영역들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에서의 독립변수는 LPI의 하위영역 중 , 정책규정의 성격을 지니는 세관 효율성 , 운송 인프라 ,
물류 서비스품질이 속하며 , 매개변수는 글로벌 공급망 서비스의 성과 차원인 적시성 , 국제운송 , 화물 추적 , 종속
변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적용되었다 .
이와 같은 구성의 연구모형은 총 9가지의 개별 모형이며 ,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각각
의 독립변수로부터 다음의 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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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수출액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연구 모형

B

SE

β

t

p

F

R 2adj

세관 효율성 → 적시성

0.874

0.034

0.901

25.678***

0.000

659.384

0.810

세관 효율성 → 수출액

2.112

0.289

0.508

7.301***

0.000

53.311

0.254

0.216

0.647

0.052

0.335

0.738

2.169

0.667

0.506

3.254***

0.001

33.621

0.298

세관 효율성 → 국제운송

0.832

0.028

0.923

29.659***

0.000

879.636

0.851

세관 효율성 → 수출액

2.112

0.289

0.508

7.301***

0.000

53.311

0.254

세관 효율성, 국제운송

-0.897

0.706

-0.216

-1.271

0.206

→ 수출액

3.616

0.783

0.785

4.618***

0.000

40.860

0.341

세관 효율성 → 화물 추적

1.017

0.033

0.928

30.729***

0.000

944.258

0.860

53.311

0.254

40.975

0.342

세관 효율성, 적시성 → 수출액

2.112

0.289

0.508

7.301***

0.000

-1.017

0.727

-0.245

-1.398

0.164

3.077

0.664

0.812

4.637***

0.000

운송 인프라 → 적시성

0.779

0.029

0.910

27.071***

0.000

732.815

0.826

운송 인프라 → 수출액

2.107

0.243

0.574

8.680***

0.000

75.336

0.326

1.510

0.584

0.412

2.587*

0.011

0.766

0.682

0.179

1.125

0.263

38.366

0.327

운송 인프라 → 국제운송

0.839

0.024

0.926

30.307***

0.000

918.489

0.865

운송 인프라 → 수출액

2.107

0.243

0.574

8.680***

0.000

75.336

0.326

0.831

0.635

0.227

1.310

0.192

1.731

0.797

0.376

2.170*

0.032

40.937

0.342

운송 인프라 → 화물 추적

0.915

0.026

0.945

35.829***

0.000

1283.729

0.893

운송 인프라 → 수출액

2.107

0.243

0.574

8.680***

0.000

75.336

0.326

0.746

0.737

0.203

1.012

0.313

1.488

0.762

0.393

1.953

0.053

40.269

0.338

물류 서비스품질 → 적시성

0.889

0.030

0.925

30.066***

0.000

903.961

0.854

물류 서비스품질 → 수출액

2.393

0.271

0.581

8.831***

0.000

77.985

0.333

1.972

0.713

0.479

2.764**

0.006

0.473

0.742

0.111

0.638

0.525

39.045

0.331

물류 서비스품질 → 국제운송

0.839

0.025

0.939

33.658***

0.000

1132.885

0.880

물류 서비스품질 → 수출액

2.393

0.271

0.581

8.831***

0.000

77.985

0.333

1.092

0.780

0.265

1.400

0.164

1.551

0.873

0.337

1.777

0.078

41.122

0.343

물류 서비스품질 → 화물 추적

1.036

0.026

0.954

39.141***

0.000

1532.032

0.909

물류 서비스품질 → 수출액

2.393

0.271

0.581

8.831***

0.000

77.985

0.333

1.064

0.895

0.259

1.189

0.236

1.282

0.824

0.338

1.556

0.122

40.566

0.339

세관 효율성 → 수출액
세관 효율성, 화물 추적 → 수출액

운송 인프라, 적시성 → 수출액

운송 인프라, 국제운송 → 수출액

운송 인프라, 화물 추적 → 수출액

물류 서비스품질, 적시성 → 수출액

물류 서비스품질, 국제운송 → 수출액

물류 서비스품질, 화물 추적 → 수출액
참조 : *p<.05, **p<.01, ***p<.001

<표 4>를 살펴보면 먼저 , 독립변수인 세관 효율성은 각각의 매개변수 적시성 , 국제운송 , 화물 추적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독립변수 운송 인프
라는 매개변수 국제운송에 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 다른 매개변수에서는 그렇지 않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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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독립변수 물류 서비스품질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간접적
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모두 완전매개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인다 .
<표 5> 소벨 테스트 결과
연구 모형

Z

p

세관 효율성 → 적시성 → 수출액

3.226***

0.001

세관 효율성 → 국제운송 → 수출액

4.563***

0.000

세관 효율성 → 화물 추적 → 수출액

4.583***

0.000

운송 인프라 → 적시성 → 수출액

1.122

0.262

운송 인프라 → 국제운송 → 수출액

2.168*

0.030

운송 인프라 → 화물 추적 → 수출액

1.950

0.051

물류 서비스품질 → 적시성 → 수출액

0.637

0.524

물류 서비스품질 → 국제운송 → 수출액

1.774

0.076

물류 서비스품질 → 화물 추적 → 수출액

1.555

0.120

*p<.05, **p<.01, ***p<.001

추가로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한 소벨 테스트를 통해서도 앞서 살펴본 Baron·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더
불어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 소벨 테스트 결과는 위 <표 5>와 같으며 , 그 결과를 살펴보면 위계적 회귀분석과 같
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표 6> 매개효과 모형별 분석 결과
독립변수

세관 효율성

운송 인프라

물류 서비스품질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적시성

중소기업 수출액

완전 매개

국제운송

중소기업 수출액

완전 매개

화물 추적

중소기업 수출액

완전 매개

적시성

중소기업 수출액

-

국제운송

중소기업 수출액

완전 매개

화물 추적

중소기업 수출액

-

적시성

중소기업 수출액

-

국제운송

중소기업 수출액

-

화물 추적

중소기업 수출액

-

<표 6>은 매개효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 결론적으로 세관 효율성은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대하

여 모든 매개변수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운송 인프라는 국제운송에서만 간접효과가 발생한다 .
이 외 물류 서비스품질은 세 가지의 매개변수에서 모두 간접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른 독립변수들과는 차
이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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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5.1 연구결과의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유례없는 팬데믹 (pandemic)의 발생은 글로벌 경제 및 통상환경은 물론 각국
내부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WTO는 2020년의 글로벌 상품무역 수치가 약 13%에서 32%사이로 급
격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전체의 무역 ·투자 , 경제 성장 둔화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나온 것이다 .
이러한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직면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제주체 , 예컨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위기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무역원활화 , 그리고 이와 관련한 비관세장벽 등의 통상 이슈에서 중소기업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 특히 무역원활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무역 촉진 및 글
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는 그간 높은 거래 비용이나 물류 서비스 등에 있어 정보 및 절차
상의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 여기에 최근 일련의 코로나 19에서 촉발된 사회 다방면에 걸친 위기는 보호무역의
심화 우려를 한층 가중시켰고 그로 인해 무역원활화 역시 기존과 달리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엿볼 수 있었다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의 측정 지표 중 하나인 물류성과지표 (LPI)를 이용하여 Variable
selection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분석 결과 , Variable selection에서 보수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모형 판단 기준인 BIC에 의하면 LPI 하
위영역 중 , 국제운송 변수만이 선택되었다 . AIC와 R2adj 기준에서는 더 많은 변수가 선택되었으나 , BIC가 보다
실제에 가깝다고 여겼으며 해당 결과를 매개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세관 효율성과 관련한 것이다 . Variable selection에서 BIC 결과 , 세관 효율성은 선택
되지 않았으나 ,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매개변수 세 가지에서 모두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
다 . 즉 , 과거에는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원인을 1차적으로 관세장벽을 들었으나 이후 국제 통상 논의의 대
상이 비관세장벽으로 넘어오면서 관세율도 함께 낮아졌다 .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는 가시적 성격의 관세율이 그
동안 평균적으로 낮아지면서 직접적인 무역장벽의 영향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은 직 ·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무역원활화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구별이 가능하며 , 관세 , 여기서는 세관 효율성 변수의 우회하는 성격의 영향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사용한 LPI는 글로벌 공급망 , 즉 물류와 관련한 관점에 기초한 무역원활화 측정 지표
이다 . 그러나 비가시적인 무역원활화의 속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어 공시되고 있는 지표들은 이 외에도 몇 가지
가 있다 . 예컨대 LPI와 같은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와 World Economic Forum의 Enabling
Trade Index(ETI), OECD의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TFIs)가 존재한다 .

이러한 측정 지표들은 만들어진 배경과 총점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들의 세부 속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별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무역원활화의 수출입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 국가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무역원활화의 영향을 파악한다면 해당 지
역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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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redictors and main determinants of consumers’ ratings of
mobile applications in the Google Play Store. Using a linear and nonlinear model comparison to identify the
function of users’ review, in determining application rating across countries, this study estimates the direct
effects of users’ reviews on the application rating. In addition, extending our modelling into a sensitivity analysis,
this paper also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review polarity on the application rating,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user reviews on the polarity-rating relationship.
Design/Methodology - Our empirical model considers nonlinear association as well as linear causality between
features and targets. This study employs competing theoretical frameworks – multiple regression, decision-tree
and neural network models – to identify the predictors and main determinants of app ratings, using data from
the Google Play Store. Using a cross-validation method, our analysis investigates the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predictors and main determinants, in a global app market.
Findings -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the number of user’s review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ings of a given app and it positively moderates the polarity-rating relationship.
Applying the polarity measured by a sensitivity analysis to the modelling,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reviews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ating. This result best applies to the function of user reviews in playing
a word-of-mouth role, as well as serving as a channel for communication, leading to product innovation.
Originality/value - Applying a proxy measured by binomial figures, previous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positive and negative sensitivity in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app ratings, assuming that the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Given the constraints to measurement of sensitivity in current research, this paper
employs sensitivity analysis to measure the real integer for users’ polarity. This paper also seeks to compare the
suitability of three distinct models – linear regression, decision-tree and neural network models. Although a
comparison between methodologies has long been considered important to the empirical approach, it has
hitherto been underexplored in studies on the app market.
| Key Words: | Application, App Store Market, Big Data, Cross-Validation, Decision-Tree, Neural Network

Model,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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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We are in the age of the „customer experience‰, when not only quality but also the customer's experience in
purchasing and consuming a product are increasingly important. „Customer delight‰ has become a key predictor
of firm performance, going beyond the scope of the traditional „customer satisfaction‰.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that look to maximise „customer delight‰— such as relationship marketing, emotional marketing and
experience marketing— have been discussed in the literature or implemented in practice by firms. These days,
managing the customerÊs experience is necessary to gain a distinctive competency and create long-term value.
Marketers are increasingly paying attention to the power of word-of-mouth (WOM) in promoting customer
awareness and building brand identity (Anderson and Sullivan, 1993; Brown and Reingen, 1987; Herr et al.
1991; Leonard-Barton, 1985; Liu, 2006; Oliver and DeSarbo, 1988; Schmitt et al., 2011). In the online market,
customersÊ online reviews play this same role (Baker et al., 2016; Berger and Schwartz, 2011; Chevalier and
Mayzlin, 2006; Lovett et al., 2013; Lee and Shin, 2014). Online reviews comprise two elements – the objective
experience of the customer and their consumption emotions (Phillips, 1999). Such emotions can span the
spectrum but for analytical purposes they are typically categorised as either positive and negative, which may be
the aggregate of different emotions (Oliver, 1997; Phillips, 1999). They determine the level of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Oliver, 1997) and prompt subsequent consumer behaviour such as WOM or complaints, affecting
the firmsÊ profits (Oliver, 1997).
The extant research into consumption emotions is broad and varied. Some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credibility, persuasiveness and receptivity of reviews (Lee Kook-Yong, 2017), while others have examined their
efficacy in affecting other consumersÊ purchases, proposing that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the customerÊs
attitude and flow (Baier and Stber, 2010; Gupta and Harris, 2010; Hausman and Siekpe, 2009). Other researchers
hav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bility and quality of reviews and the consumer
decision-making process (Filieri, 2016; Pavlou and Gefen, 2004; Ponte et al., 2015).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bility and expertise of the review source and the customersÊ acceptance of information
represents another strand of work (Cheung et al., 2008; Filieri, 2016; Zhang and Watts, 2008). Other studies have
compared the influence on prospective customers of reviews by average consumers and experts (Lee Dong-Il,
Choi Seung-Hoon, 2012), while others have looked at the impact of the number and valence of reviews on firm
performance (Berger, Sorensen and Rasmussen, 2010; Lee Dong-Il and Choi Seung-Hoon, 2012; Zhu and
Zhang, 2010).
Such studies reveal two disjunctions. Firstly, most previous studies have regarded reviews simply as an online
form of WOM, focusing on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with firmÊs financial performance or ratings, i.e.
firmÊs market performance. In doing so, they have not exploited the methodological advantages online reviews
offer, such as their significant out-of-sample prediction power, which has been provided by other supervised
learning tools, including decision-tree and neural network models based on cross-validation (Franses and
Griensven, 1998; Kuan and Liu, 1995; Swanson and White, 1995). The second disjunction is that the majority of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size, valence and quality of reviews due to a lock-in to the
motivation-emotion-behavioural intention-outcome model. This approach has caused researchers to disregard
leading or trail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ize and valence of reviews on the one hand and ratings on the other.
Moreover, the moderating function of reviews for the emotion-behaviour relationship, too, has been overlooked.
This study aims to open the black box in which the latent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and val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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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operates. This study also seeks to verify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ratings and to deliver an advanced
insight regarding the emotion-intention (review)-outcome (ratings) association. In this paper, using sentimental
analysis, we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app market performance, as measured by its rating, in order to improve
app quality, and thereby firm performance. Although this paper considers only a single case, the role of the
reviews has been rigorously verified through the use and comparison of various models, each with different
predictive powers, such as regression, decision-tree and neural network models.
Our results show that, in contrast to the observation that apps with a greater number of reviews tend to have
higher ratings, whether the reviews carry positive or negative emotion is irrelevant to the overall rating. This
implies that it is not the emotional propensity that determines an appÊs rating, but rather the behavioural intention
such as reviews moderates the rating. Therefore, in the usersÊ rating function, behavioural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erceptual or attitudinal factors.
This article is organised as follows: the introduction sets out the research question, and our hypothesis is put
forward in Chapter 2. Chapter 3 explains our methodology, including our research model, data sampling method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is is followed in Chapter 4 by an analysis of both the results and their validity. In
Chapter 5, we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al business management,
before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ideas.

Ⅱ. Empirical Framework and Hypothesis
There are many different metrics used to predict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app. These include profitability,
the number of downloads, growth rate and the app store rating. For instance, the Google Play app store ranks
apps by the number of downloads, as well as the amount of „max profit‰ or „sudden increase‰ in order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its apps. One common feature of highly ranked apps is that they tend to have high average user
rating.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rity of an app would correlate with its rating, which has been
found in turn to be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downloads and number of ratings.
Any user who decides to download an app faces potential risks, along with the reliability of the market (Kim
and Koo, 2016). These aspects of the app market affect the decisions of users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Kim and Koo (2016), potential risks in the market do not affect consumersÊ intentions with respect to
downloading apps, while the reliability of the market does. Therefore, the reliability of the app marke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consumers decide to download a specific app or not.
The reliability of a particular app is not easily built immediately after a customer downloads an app.
Customers tend to more readily trust apps that have positive reviews and/or a large number of users. The app
market ranks apps by the number of downloads. A large number of downloads may imply that many users have
confirmed the quality of the app. Additionally, users tend to believe that reviews of previous users are thorough
and reliable, which makes new users trust more popular apps (Gu et al., 2017). Apps with high download counts
are therefo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more reliable by first-time users because they believe the high number of
downloads is a form of endorsement.
Apps with high download counts are also likely to have a large numbers of users, allowing them to create vast
community platforms for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app. Large-scale app community platforms are more
effective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developer than smaller ones.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users of the app also allows the developer to produce regular update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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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ty of the app, which ultimately leads to a high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These factors are expected
in turn to increase the rating of the app.
In conclusion, a high download count, which corresponds to app popularity, signifies high reliability and
motivates downloads. Such apps also enjoy large-scale online communities, providing a channel for the delivery
of feedback from users to the developer, which produces a virtuous circle, with a positive impact on the app
rating. This idea is encapsulated in the hypothesis below.
Hypothesis 1: The more times an app has been downloaded, the higher the rating of the app.
A high rating for a specific app should not be considered merely a quantitative measure of popularity, but
rather a combination of the process and factors that earnt the app its rating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aspects that determine the rating of an app, with results following black-box dynamic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spects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the app rating.
Contrary to the certainty of the previous hypothesis that the number of downloads of an app is proportional to
its rating,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s that the profitability of an app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downloads
remains unclear. This signifies that the former hypothesis requires testing to determine whether download count
and ratings are related either by sufficient or necessary conditions.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affect a consumerÊs evaluation of a given app.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system requirements, app size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user interface are important factors for usersÊ
assessments of app quality (Yuan, 2015). Such aspects of apps are frequently referenced in reviews. In this way,
written reviews reveal the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users in determining app quality.
App reviews provide those considering downloading the app with further information beyond the app
description written by the developer. Existing reviews may impact subsequent ratings, as usersÊ opinions may be
influenced by the reviews they read.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apps with a large number of useful reviews
tend to experience an increase in rating during distribution (Palomba and Linares-Vasquez, 2015). This finding
was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number of reviews having already show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reviews and the rating of an app.
App reviews provide a channel through feedback can be delivered to developers. Having many reviews may
indicate that there is a frequent exchange between users and developers, and that issues highlighted receive a
response, perhaps by changes to the app in updat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more regularly an app is updated,
the higher the appÊs ranking in the market (Cho et al., 2016).
In summary, the greater the number of reviews an app has, the greater the chance that customer feedback will
be reflec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roduct. Additionally, reviews may include suggestions and which
can be utilised by developers to improve the app to satisfy the needs of the customers, further increasing the
chance of higher ratings. The following hypothesis is put forward.
Hypothesis 2: The greater the number of written reviews an app has, the higher the overall rating.
There are several motivators and indicators of consumerism in the app market. Users generally consult the
reviews, ratings, price and download count of the application before making a decision on whether or not they
should use the app. Even at this browsing stage, before even using the app, consumers establish an imp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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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 The question that arises is if there are implications for rating in a review written by a user who had
already established a premature impression on the app based on the reviews. In other words, are a userÊs positive
or negative impressions of an app a function of the existing average rating of the app?
A previous study into consumer behaviour found that a more positive impression of an app by other users will
lead to the giving of a more favourable rating. (Martens and Johann, 2017). However, there were many outliers
in the study which weakened the correlation observed. Hence, the question in which whether the extent of the
impressions of the customer affecte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remain unanswered. Nonetheless, another study
observed that the tone of written review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average rating of the app (Hoon et al.,
2013). The same study no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sitivity of a review and a higher average rating
was particularly strong, reaching a probability of 95% (Hoon et al., 2013).
By contrast, this paper argues that as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variables, the opinions of users – whether
they be positive or negative –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verall rating of an app, which is a resultant variable.
Unlike those factors, as referred to in Hypothesis 2, behavioural factors such as writing reviews yield significant
results on the average rating of an app. The act of writing and submitting a review of an app is a „behaviour‰,
while the opinions and emotions contained therein are „perceptions‰ and „attitudes‰. Written reviews can be
described as tangible, while opinions or impressions are not. Applying this concept to the app market, intangible
cues, such as the opinions of users, are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rating, while tangible cues, such as user
reviews, are more likely to have a direct effect on brand image or the app rating.
In conclusion, the assessment of an app is not determined by a userÊs positive or negative response to it, but
rather by the existing reviews published in the market. This process allows customers to relay their positive or
negative opinions about the app through the moderating of reviews, which guides the developers in making
improvements. Through this user-developer interac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opinions and the average app rat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roposed.
Hypothesis 3: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of users
towards the app and the app rating.
Hypothesis 4: Review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of users and the app rating.

Ⅲ. Empirical Method and Data
3.1 Research Model
Prior to analysis of the app data, a word cloud was generated using text extracted from Google Play reviews
(n=35,934). A word cloud is a graphic representation of text data that gives greater prominence— in terms of font
size and placement— to words that appear more frequently in the sample. It was anticipated that this would give
an overview of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indicate trends and suggest a potential direction for thi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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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d Cloud of Key Words

„Game‰ was the most common word, suggesting game apps attract the greatest proportion of reviews. This
was followed by positive emotive terms such as „love‰, „like‰, „good‰ and „great‰.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a strong emotional response to an app may motivate users to submit a review.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is relationship using the following regression model:

                     ⋯        

(1)

where Y (Rating), X1 (Review), X2 (Install), X3 (Polarity), X4 (Subjectivity), X5 (Price), X6 ~ X9 (Dummy Variables:
Category, Size, Type and Content.Rating), X1X3 (Interaction term: Review*Polarity) and ε (error term)

3.2 Measure
Collecting the basic data consisting of 10 times, we calculated Polarity (Sentiment) and Subjectivity

(Sentiment) as additional variables. Employing sentimental analysis, whether the emotional content of the review
wa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n tone was determined and assigned a polarity value using the SentiWordNet
dictionary. This had a range of 0 as a minimum and 0.93 as a maximum. Subjectivity indicates the deviation of
an individual userÊs positive or negative assessment from those of other reviewers, with a range of 0.08 to 0.91.
The dependent variable, rating, measured the level of usersÊ cognitive assessment over the last three years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Firm performance has typically been measured by three metrics – financial
performance, market performance and innovative performance; this study took the ratings of a firmÊs apps as the
leading indicator of financial performance.
As a predictor and a moderator, review was the number of reviews for the given app, showing a broad scalar.
As another predictor, install was the number of unique installations of the app, also showing a broad scalar. Price
was a predictor, ranging from free to a maximum of 79 USD.
As control variables, category, size, type and content.rating were dummy variables. Apps within the data set
spanned a total of 32 categories, including Family (1284 observations), Game (730), Tools (575), Productivity
(241), Personalisation (239), Finance (237) and Other (3254). In terms of Size, apps were considered to be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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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2764) or Small (2863). Type divided apps into either Free (6103) or Paid (457), while apps had one of six
values for content.rating, i.e. Adults 18+ (3), Everyone (5294.), Everyone 10+ (257), Mature 17+ (276), Teen
(729) and Unrated (1). Finally, to confirm the suspected interaction between review and polarity, an interaction
term, review*polarity, formed part of the study.

3.3 Data Collection and Description
Google launched its official app store, Google Play, in 2008. It offers a vast range of applications – now
numbering over 2.6 million – as well as digital media, including music, magazines, films and TV shows. With a
gross revenue of $24.8 billion, it is the largest and most popular app store for Android devices. This study used
reviews submitted to the Play store between 2012 to 2018, producing a total set of X reviews from 35,934 unique
reviewers. 10 pieces of data were collected for each app: rating, app, category, review, size, install, type, price,
content.rating and lastupdated.
Applying the cross-validation method, we calculated the mean of the Sentiment Polarity and Subjectivity
columns of Âreviews.csvÊ and then merged these processed columns with data from the app store (Âapptrain.csvÊ).
NA (not available) values were generated afterwards and we input them, making use of a Random Forest-like
prediction model. Similar methods were used for the test data set.
Fig. 2. General Informa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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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set comprised 6,560 observations and 12 selected variables (Rating, App, Category, Review, Size,
Install, Price, ContentRating, LastUpdated, Polarity, Subjectivity). The general plot of the data set is shown in
Fig 2. This grap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air (n=6), and the general relationship and dispersion of
the observations. From this graph, it was possible to confirm a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
respective normal distributions. For example, rating was skewed to the right, implying the existence of outliers,
which are investigated later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outliers within the data for some
variables, but we decided against controlling for them since it was considered that these outliers might represent
meaningful observations.
Fig. 3. Outlier by Inter-Quartile Range

Aiming at realising fundamentally the normality of the data set, this paper standardised each variable such that it
had a mean of 0 and a standard deviation of 1 (see Table 1). However, in the case of rating the skew of all variables
came out as negative, confirming that the distribution was biased to the right compared to a normal distribution. The
distribution quartile of the variables was also analysed. Significant outliers were considered to be those exceeding
three times the interquartile range (IQR) (Outlier > UpperQ+IQR*1.5 or < LowerQ-IQR*1.5): out of 6,560
observations there were six significant outliers found below the bottom quartile for review, two for install and one
for price. Other variables had no significant outliers. These were considered negligible and so it was decided not to
control for them.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ized)
Variable

Mean
(standardized)

Standard Deviation
(standardized)

Max

Min

Outlier

Review

262060(9.000)

2105226(1)

37.001

-0.124

6

Install

0.001(0.000)

5980929(1)

16.562

-0.157

2

Price

0.317(0.000)

1.968(1)

40.483

-0.161

1

Polarity

0.198(0.000)

0.155(1)

4.723

-4.486

5

Subjectivity

0.496(0.000)

0.078(1)

5.346

-6.312

3

Rating

4.173(0.000)

0.537(1)

1.537

-5.901

0

Note: The figures in brackets are standardiz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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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s to descriptive statistics, the correlation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1. There were no VIF values higher than 0.7, the conventional threshold for
determining the presence of collinearity between variables (Anderson, Sweeney and Williams, 1996; Griffiths,
Hill and Judge, 1993). The second check employed the VIF function on the basis that the coefficient of VIF
increases when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upposedly independent variables. Again, by convention,
collinearity is indicated by a VIF value of 10 or above (Chatterjee and Price, 1991; Hair et al., 1998; Kennedy,
1992), while at times a stricter standard of 3.3 is applied (Diamantopoulos and Siguaw, 2006; Petter, Straub and
Rai, 2007). All values in this experiment were much smaller than either of these threshold figures, implying
again that there were no issues with multicollinearity.
Table 2. Collinearity and VIF
Variable

(1)

Install

1

(2)

(3)

(4)

(5)

VIF
1.573

Price

0.603

1

Polarity

-0.019

-0.025*

1

1.575

Subjectivity

-0.054*

-0.060*

0.031

1

Rating

-0.004

0.001

0.010

0.083*

1.001
1.012
1

1.007

Notes: 1. The figures in brackets are standardized values.
2. *p<0.01.

3.4 T-test
It is not necessary to take a unit root test as the data in this research is not that of a time series. Instead, since
the hypothesis concerns a comparison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the main analysis was preceded by
a T-test to check for a difference in their variances. The normality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normal
distribution of the data set and then a T-test was performed through a standard F-test and Bartlett test. This was
followed by a nonparametric Ansari-Bradley test – this verifies the suitability of a standard independent samples
T-test. As a result of the F-test and Bartlett test, it was confirmed that varianc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were different and that there was no overlapping confidence interval. That is, the two groups do not have
the same mean and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evaluated apps sufficiently
differently.

Ⅳ. Empirical Results
4.1 Method: Model Comparison
This study adopts a cross-validation approach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ree predictive models— a
regression model, a decision tree model and a neural network model— in analys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app
ratings. In contrast to the basic regression model, the decision tree model shows multi-scale, complicated
conditions and presents solutions in a tree form. The largest condition is represented by the root of the tree, from
which branches give more detailed conditions. The decision tree model, which is based on a chart representation
of the decision rule model that categorises and predicts outcomes, can itself be used to make predictions bu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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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a form of non-linear regression or non-linear discriminant analysis and is used for classification.
Additionally, the decision tree model can be used to select the factors affecting a target variable,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multiple variables. Therefore, it is often used as a means of exploring a research question before
other regression techniques are pursued (Choi et al., 1998). The decision tree model produces visual results and
has the advantage of being simpler to understand over the regression or neural network models, making it the
best suited for explaining an analytical process, rather than necessarily producing the most accurate results (Choi
et al., 1998).
The neural network model was first developed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in the early 1980s for solving
problems in the natural sciences. However, throughout the 1990s, statistical analysis became an active area of
research, with the development of non-linear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and projection pursuit regression
(Kim, 2000; Ripley, 1993; Weiss and Kulikowski, 1991; White, 1992), and the neural network model found use
there, too.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neural network model approximates non-linear regression functions
(White, 1992) more accurately than the random-walk model (Kim, 2000). The model is especially useful for
„multilayer perceptrons‰, in which multiple hidden layers exist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layers and where
there is no information that links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Barron, 1993; White, 1992). Most papers on this
model agree that it is superior thanks to its ability to predict outcomes with a high degree of accuracy (Franses
and Griensven, 1998; Kuan and Liu, 1995; Swanson and White, 1995). However, its disadvantages include
having multiple local minima and its overfitting of noise in data, making it sensitive to such noise when making
predictions (Kim, 2000). Hence, Kim (2000) concludes that,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neural network model,
proper model selection is essential for improving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model.
In summary, each statistical model has distinc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uch that each is best suited to
different types of data. This paper compares the predictive and generalisation powers of these three models to
find which is most appropriate for explain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ing that users assign to apps.
Models should be capable of processing out-of-sample predictions, as well as explaining training data –– the
cross-validation method is normally used to assess this. The approach involves a training dataset of function f
tha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nd a process that
checks the selected model to assess the predictive power by using a divided test data set. The cross-validation
method is superior to other methods that use a large data set, such as Akaike (1973)Ês final prediction error or
Moody (1994)Ês generalised prediction error criterion, in that the cross-validation method searches for the
optimum model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data set (Kim, 2000).
Concerning model accuracy statistics, under regression setting, RMSE and MSE are the most-frequently-used
measurement. The three models will be assessed in terms of their predictive power of out-of-sample data using
the mean square error and root mean squared error, which place greater weight on larger errors (Frechtling, 2001;
Witt and Witt, 1995). Lift Charts an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harts will also be used (Berry and
Linoff, 1997).

4.2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4.2.1.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of all models showed that „Review‰ was proportional to „Rating‰. This was consistent with the
outcome of the prediction from the regression tree. Therefore, the sales performance of an app i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user reviews. In contrast, the relationship between „Rating‰ and each of „Install‰, „Pr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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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Rating‰ was not significant in any of the three models used. With regards to factor variables, „type
paid‰ (Model 4, 6, 8) and size (varies with device) (Model 3, 6, 8) were proportional to rating, too. Notably,
„Size (small)‰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ng, and only in model 3. Meanwhil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ategory‰ was partially and clearly distinct in all models, suggesting it may influence rating through various
means. „Polarity‰ and „Subjectivity‰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ll models. Most interestingly,
„Polarity‰ in itself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becam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it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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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Robustness Test
This paper used four different types of robustness test to obtain consistent results. First, we input control
variables in models in order instead of inputting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efficients were slightly
different, while the significance and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were unchanged. Second, the Wooldridge
test was applied to verify the existence of first-order autocorrelation for an error term, which panel data may
involve (Wooldridge, 2002). For all models, the value of Prob>F did not lead to the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 „there is no first-order autocorrelation‰ – proving the absence of first-order autocorrelation. Third,
we examined the Granger causality between „Review‰ and „Rating‰ by using a VAR model. Due to the
non-significance of the p values across all models, the null hypothesis – „Review does not Granger-cause Install,
Price, Polarity, Subjectivity, Rating and Interaction term‰ – was accepted. Finally, to confirm the existence of
other moderators, this paper applied interaction terms in each model. It was found that no other interaction terms
had moderating effects. The mediating effect of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or negative
feelings and rating was confirmed and found to be not significant.

Table 4. Robustness Test
Variables
Predictor

Indicators

Control
Variables

Model 10

Model11

Model12

Model13

Model14

Review H2

0.039***

0.039***

0.039***

0.042***

0.040***

Install H1

0.005

0.005

0.005

0.011

0.005

Price

-0.012

-0.001

-0.013

-0.012

-0.012

Polarity H3

-0.003

-0.003

-0.002

-0.003

-0.003

Subjectivity H5a

0.007

0.007

0.007

0.007

0.007

Category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Size (small)

-0.021

-0.021

-0.021

-0.021

-0.021

Size (varies)

0.145***

0.148***

0.146***

0.145***

0.146***

Type (Paid)

0.218***

0.207***

0.219***

0.218***

0.218***

Content Rating

No (All)

No (All)

No (All)

No (All)

No (All)

Polarity*Subjectivity

0.006

Polarity*Price
Moderator

-0.035*

Subjectivity*Price

-0.035*

Polarity*Install

0.012

Subjectivity*Install

0.001

Intercept

0.541

0.538

0.539

0.541

0.539

Adjusted R-Squared

0.029

0.030

0.029

0.029

0.029

F-statistic

5.355†

5.442†

5.348†

5.377†

5.348†

Notes: 1. Dependent Variable: Market Capability.
2. “Partial” indicates some categori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endent variable; “No (All)” means all content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pendent variable.
3. *p<0.05, **p<0.01, ***p<0.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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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sult of Tree Model
4.3.1. Regression Tree
Tree-based models are simple and effective to interpret. Our final selection for the model of regression tree
included the interaction term, Polarity x Review. Using a tree plot, it was determined that „Reviews‰ and
„Install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 („Rating‰). The regression tree in Figure 4
has four internal nodes (Review, Install, Category and Polarity), and a split that produces two main branches. The
left-hand branch corresponds to Reviews < -0.12, while the right-hand branch relates to Review >= -0.12. The
number in each leaf (or terminal node) is the mean of the response for the observations that fall into that
subgroup (James et al., 2013, p. 304).
„Review‰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Rating‰, such that apps with fewer reviews achieve a lower
rating than those with a greater number. Given that an app is more reviewed, the number of times the app has
been installed seems to have little impact on in his or her rating. However, among apps with more reviews, the
number of times an app has been installed does affect the rating – apps that have been installed a greater number
of times tend to have higher rating. Finally, using cross-validation with a scaled test dataset, we obtained an
RMSE of 1.0060.
Fig. 4. Regression Tree

4.3.2. Robustness Test
The Random Forest Tree (RFT) model was also conducted as a robustness test. This model complements the
regression tree and bagged tree models by selecting a predictor subset size and pursuing „m=‰ (where p = the
number of predictor variables) (James et al., 2013, pp. 319-321). Although the RFT and bagged tree models have
the same method, a smaller boosting factor is appropriate for the RFT. Furthermore, it produces trees with higher
accuracy, so it provides more functions than the bagging tree model (James et al., 2013, pp. 319-321). When
applying the RFT model, we included all the given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term (Polarity x Review) and
used a cross-validation procedure on a scaled test dataset. We obtained an RMSE of 0.9376, which proved a
more appropriate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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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in Figure 5 shows that there are two groups centred around „Category‰, „Review‰ and „Install‰
were playing roles of important factors. It shows that „Catego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Rating‰, and the determinant of Rating in the second internal node differs by category. One is determined by
„Review‰, while the other by „Install‰. Adopting „Review‰ as the criteria, in the group with a high volume of
reviews, „subjectivity‰ was a determinant for higher rating, the more subjectivity was associated with the high
rating. In contrast, in the group with a small number of reviews, it was possible to observe a complex relationship
with other variables. Dividing apps into two groups by category, apps with greater polarit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rating.
Fig. 5. Random Forest Tree

In the group with a low number of installations, a certain category was a determinant of a higher rating.
Meanwhile, in the group with higher number of installations, there was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category played a function of the first determinant for a higher rating, followed by review as the
second determinant, such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reviews, the higher the rating. Furthermore, the result
partly supported the results from the linear regression model, suggesting that in general the greater the number of
reviews, the higher the app rating would be, despite the overturn in some categories with a negligible quantity.
Figure 6 depic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significance of each variable. Figures in the left-hand
graph correspond to measurements of the average reduction in prediction accuracy in the case of ruling out a
given variable in a model, while the right graph represents the average reduction of node impurity for all trees
derived from the division by a given variable. These results show that „Review‰ (%lncMSE=44) and „Install‰
(%lncMSE=30)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in determining „Rating‰, followed, in order, by „Category‰,
the interaction term and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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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ndom Forest Tree
rftrain

4.4 Result of Neural Network Model
4.4.1. Neural Network
It is important to observe to what extent each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e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ize
of the variance of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dependent variable is a useful tool for doing this, as it
is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variable has an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when its variance
approaches zero. Si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all variables in this experiment, it can be concluded that not all
variables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Fig. 7. Generalized weight of every single variable (significance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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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s the visual result of a neural network model. The black line represents the correlation between and
among every single layer, while every single correlation has its own weight. In the neural network model,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can be observed by generalised weight.
Fig. 8. Neural Network Model

4.4.2. Robustness Test
As for robustness test concerned, credibility, validity and usefulness of a neural network model has been
examined by evaluating the Lift and the ROC curves aiming at deciding its prominence. The appropriateness of a
prediction model occurs when the lift of the high rating is bigger becoming into be sharply reduced as it moves
into the low rating (Berry and Linoff, 1997). Meantime, the ROC curve provided proportional increase in
sensitivity and specificity (Berry and Linoff, 1997), which are two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a
model.
Fig. 9. Credibility and Validity of a Neural Network Model

(a) ROC Curve

(b) Lif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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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esult Summary: Predictors and Factors
Throughout various trials, with the lowest RMSE of 0.1278 among numerous models, the Neural Network
model seem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choice. Research models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accuracy
and explanatory power. A model may be limited by its lack of flexibility, providing only a narrow range of
functions for the estimation of a given function. For instance, a linear regression model is limited by its linearity;
the polynomials of a smoothing spline allow for improved function estimation (James et al., 2013, p. 24).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model; the choice of model depends on the research objective. For instance, a linear
regression model is well suited for inference as it has the greatest explanatory power but is limited in its
flexibility, while for the purposes of function prediction, greater flexibility may be preferred. Since this paper
aims to infer the determinants of an appÊs rating, a linear regression model was chosen. This study also considers
whether additional factors may influence the rating, taking account the significance of these other factors, as
deduced from a neural network model.
Table 5. Model Comparison
Model

MSE

RMSE

Multilinear Regression

17.7223

4.2097

Regression Tree

1.0121

1.0060

Random Forest Tree

0.8791

0.9376

Neural Network

0.0163

0.1278

Figure 10 depicts the importance of all the factors in a neural network model. „Review‰ is the most significant,
followed by „Install‰ and then „Price‰, while „Polarity‰, „Subjectivity‰ and the interaction term are less
significant. This result partially contrasts with the results of the abovemention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Nevertheless, it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at a neural network model with greater predictive ability
tells us a different story about the determinants of an appÊs rating. This is because a linear regression model
allows us to understand the causality between predictors and a dependent variable, while a neural network model
facilitates the recognition of the main factors. That is, the determinants deduced from a linear regression model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or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dependent variable. In contrast, the analytic results of
a neural network model, based on a weight-partitioning method, describe how contributing factors influence the
probability of a dependent variable (Garson, 1991; Harvey, 1994). A regression model estimates the causality
between variables by employing a parametric method, while a neural network model employs either
semi-parametric or non-parametric methods. Therefore, only the former allows for an estimation of the extent to
which a regression coefficient contributes to the model (Garson, 1991; Harvey, 1994; Kim, 2012). Accordingly,
researchers point to the complementary advantages of each approach, rather than claiming that either enjoys
outright superiority (Kim and Hong, 2004; Lee, Kim and Kim, 1994; Lee, Han and Ki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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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mportance of factors in a neural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an explanatory model test, based on a linear regression model, indicate that hypothesis 1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imes the app has been installed and its rating) is not supported.
Hypothesis 2 (a positive causality between review and rating) and hypothesis 3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arity and rating would not be significant) are both supported. Finally, hypothesis 4 (that review has a
moderating function on the polarity-rating relationship) is also supporte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a
prediction model test employing a neural network model proved that review, install and price are the main
factors associated with rating,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eterminants arising from the explanatory model. In
particular, review proved to be both a determinant and main factor of an appÊs rating. Meanwhile, despite not
be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rating, install and price do seem to have predictive power for an appÊs rating.
Table 6 contains the results of the test of these four hypotheses using the linear regression model.
Table 6. Result Summary
Hypotheses

Prediction

Result

H1

Install -> Rating

Not Supported

H2

Review -> Rating

Supported

H3

Polarity -> Rating

Supported

H4

Review*Polarity -> Rating

Supported

In summary,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t was found that Review is a predictor that is
direc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Rating, and that it also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Polarity-Rating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from a nonlinear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Review, Install and Pri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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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iscussion
5.1 Theoretical Implications
Our results represent an extension to the extant literature in two key areas: (1) the mediator of emotions
between motivations and outputs, and (2) the moderating effect of a behavioural factor on the motion-output
relationship. Firstly, from the results, we gain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emotions observable from
consumer behaviour as a mediator. Fisher and Fisher (2002)Ês information-motivation-behavioural skills model
assumes that information and motivation can predict peopleÊs behavioural skills, and that behavioural skills
affect peopleÊs ultimate behaviour. This model therefore suggests that information, motivation and behavioural
skills are the three most influential factors that cause behavioural change in people. However, this model does
not consider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behaviour, which remains a black box.
These gaps were filled by Dawson et al. (1990)Ês motive-emotion-output model, which suggests that peopleÊs
emotions are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peopleÊs purchasing motives and their purchasing behaviours
(Dawson et al., 1990). Such purchasing motivations include product and experimental motives (Dawson et al.
1990), hedonic shopping motives, utilitarian shopping motives (Babin et al., 1994) and product-oriented and
empirical motives (Westbrook and Black, 1985), as well as preferences (Dawson et al., 1990), preferences in
selecting stores for purchasing (Westbrook and Black, 1985), attitudes toward shopping and brand image and
willingness to patronise, or spend more time in, a particular store (Donovan and Rossiter, 1982).
Secondly, theoretical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regarding the role of behavioural factors, such as
user-written reviews, in outcomes based on peopleÊs emotions and perceptions. Emotions, which are known to be
mediators of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purchasing motives and behaviour, were also found to
have been influenced by reviews— a behavioral aspect. This creates the possibility for new theoretical insights in
the role of behaviour in affecting peopleÊs emotions when purchasing a product. According to this research,
having more reviews not only directly improves product evaluation scores, but also indirectly shows a
proportional, positive relationship with ratings,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itself because of an
inability of the emotional and perceptional variable to caus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ating. This provides a
complementary explanation to the black box in the linear relationship put forward by Dawson et al. (1990),
Zeelenberg and Pieters (2004), Liao, Lin, Luo and Chea (2016), which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d perceptional factors on behavioural elements.

5.2 Managerial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have found that the number of reviews of an app has a direc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s
average rating, while there is also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ratings, which was
once though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Firstly, there
is a need for marketers and managers to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rigid notion that a positive emotional
state will automatically cause satisfaction and lead to brand loyalty. It may be that this differs with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due to the nature of the product itself, or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within the gaming industry. Consumers who experienced positive emo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those who have a promotion focus and those who have a prevention focus (Higgins, 1996, 2000).
Although both types upload reviews, people with a promotion focus include creative content in thei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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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new ideas to improve the app, while those with a prevention focus are orientated more towards
maintaining the current quality of the service, providing information on a purely narrative and descriptive level
(Higgins, 1996).
Similarly, consumers with a negative response to an app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camps— passive and
active customers. Passive consumers, despite their dissatisfaction, are unlikely to complain directly: they do not
make use of the review system and so do not contribute to the lowering of the appÊs rating. On the other hand,
active consumers will write reviews to complain, but they may simply use it to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rather than contributing ideas to improve the app.
Lessons can be drawn here from the idea of „opinion leadership‰ (Myers and Robertson, 1972; Rogers and
Shoemaker, 1971). People who share their negative response to an app in a review act as informers, persuaders
and confirmers, who are innovative and have the ability to be major contributors to the improvement and further
development of a product (Myers and Robertson, 1972; Rogers and Shoemaker, 1971). If these people
experience a service failure, they tend to attribute the failure to themselves, experiencing regret rather than
disappointment, leading them to change services rather than leave a negative review.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view volume and valence, which are the main attributes of reviews, can
be a strategic resource for managers. In this study, there were no Grang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nor was there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refore, the valence of the review is not a significant aspect for
companies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their strategy; rather, they would do well to focus on „trust‰ and
„empathy‰. For users, reviews serve as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with reduced costs (Chen, Wu and Yoon,
2004; Liu, Karahanna and Watson, 2011), serving to reduce the uncertainty around product quality (Li and Hitt,
2010; Liu, 2006; Zhu and Zhang, 2010) and resolving inconsistencies in the information available (Lizzeri,
1999). Additionally, the excitement and enjoyment of previous users give rise to increased reliability, assurance,
responsiveness and empathy for the quality of information conveyed in reviews (Wakefield and Blodgett, 1999).
As a result, users will consciously assess the quality of information from these reviews, strengthening the
behavioural intentions of further exploring and communicating through the app (Mehrabian and Russell,1974).
Furthermore, users are more likely to trust reviews compared with other product information (Liu, 2006; Sher
and Lee, 2009), and this trust is amplified further by user empathy (Xia and Bechwati, 2008). Other users
become more willing to write their own reviews in turn (Boulding et al., 1993), which is analogous to the effects
of word-of-mouth marketing in offline markets.
Ultimately, just as management based on customer experience affects emotion (Kidwell, Hardesty and
Childers, 2008), reviews manip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o change aspects of information and
improve behavioural results. The app market, selling experience goods and digital goods, is expanding rapidly
and both enjoys and suffers from unique accessibility features (no trials, no face-to-face contact with sellers,
remote sales etc.). In light of this, app developers should prioritise user experience management.

Ⅵ. Conclusion
Despite the suggestive findings, this paper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of how a user decides what
rating to give an app. Indeed, there is a variety of follow-up questions for research stemming from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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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is research covers the role of user review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nd ratings beyond the scope of cause-and-effect. Further research could consider whether the positivity or
negativity of user reviews directly correlates with an appÊs rating (Hoon et al., 2013). Secondly, user emotions
could be treated with greater granularity – rather than a simple binary categorisation of emotions a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a whole range might be considered, e.g. regret or disappointment, feelings of exclusion
or attachment, depression, pleasure, interest or arousal, dominance, relaxation, contented, satisfied, happiness,
astonishment, agitation, rewarded, joyfulness, excitement, pride, as well as negative emotions, such as concern,
discomfort, ignorance, anger (Mehrabian and Russell, 1974; Zeelenberg and Pieters, 2004). Thirdly, studies
might look into the effect of emotion on purchasing behaviour by analysing the time series data of consumers
and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purchase experience and that of potential buyers. Finally, this paper
is not free from methodological errors. Studies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app ratings may be more
comprehensive if they address the follow-up topics outlined above.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encourage others
to continue research on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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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의 시용 (時用)에 관한 소론 (Ⅰ): 건괘 (蹇卦)의 괘사와 효사
에 대한 경영관리론적 관점의 해석을 중심으로
박상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parksc@jnu.ac.kr)

Ⅰ. 서 언
1.1 연구의 목적
졸고 (2015)의 결론에서 본인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주역의 지혜는 결국 이 지
기 (知幾 )와 찰미 (察微 )의 지혜로 귀결될 것이며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時義 )와 관련된
예 (豫 ), 둔 (遁 ), 구 (姤), 여 (旅 ) 등의 괘 , 그리고 시용 (時用 )과 관련된 습감 (習坎 ), 규 (睽), 건 (蹇 ) 등의 괘 , 그리고 시
사 (時事 )와 관련된 이 (頤), 대과 (大過 ), 해 (解 ), 혁 (革 ) 등의 괘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 앞으로 경영학
적 관점에서 이들 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는 스스로에게 제기한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우선 시의時義와 관련된 네 개의 괘
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즉 , 구姤괘는 졸고 (2016(1), 예豫괘 졸고 (2016(2), 둔遁괘 졸
고 (2017), 그리고 여旅괘는 졸고 (2019) 등에서 자세히 논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
본고는 시용時用과 관련된 세 개의 괘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첫 번째 시도로서 우선 시용時用의 개념을 명
확히 하고 건蹇괘의 괘사와 효사를 시용時用의 관점에서 , 그리고 경영관리론적 관점에서 , 통합적으로 재해석 하
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주역의 시용時用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 선행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 시용時用에 대
한 사전적 정의조차 없으니 , 시용時用이라는 이 단어는 중국어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 단지 시용時用을
자의적으로 Â시時와 용用 Ê 또는 Â때와 쓰임 Ê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王夫之 (2014), 이
난숙 , 2018).
시용時用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지면 그에 입각하여 시용時用 괘 셋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
다산의 주역해석방법론을 그에 합당하게 응용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 괘사와
효사 해석상의 전반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리고 경영관리론적 관점의 해석을 지향함으로써 학역學易으로서의 주역을 공부하는 기본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고 , 나아가 아시아적 경영사상의 기초 확립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역占易으로서의 주역과 음양오행사상이 아시아적 경영에 배태시켜온 주술적 측면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 시용時用 괘들로부터 아주 유익한 탈현대적 경영관리 사상의 논구를 위한 단초
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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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주역에 대한 연구와 풀이 , 주석과 해석 등 관련 저서와 논문 등의 자료는 역산역해易山易海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풍부하다 . 하지만 주역의 역사易辭 (주로 괘사와 효사 )는 고도의 단순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접근하는 기본 시각 또는 관점에 따라 아주 큰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
다 . 다산은 추상에 의해 구성되어진 역사易辭들이 만물 변화의 한 예를 들어줌에 그칠 뿐이니 Â하나를 듣고 열을
알게 하려는 방편 Ê (開一以知十 )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철 , 2003).
그러므로 텍스트 (text)에 대한 콘텍스트 (context) 우선의 접근방식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
며 , 또 원 역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상이한 해석을 참조
는 하되 취사선택하면서 독자 자신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독창적 해석을 시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
을 깨달아야 한다 .
시용時用 괘란 단전彖伝 괘사에서 시용대의재時用大矣哉라고 규정하고 있는 습감 (習坎 ), 규 (睽), 건 (蹇 )의 세
괘를 지칭한다 . 단전彖伝 괘사卦辭는 경문經文 괘사에 대한 주석이면서 각 괘의 괘의卦義와 괘덕卦德 , 괘제卦題
등을 포괄적으로 주석함으로써 각 괘卦의 대의大義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단
전에서 시용時用의 의미가 크다고 정의하는 이것이 세 괘卦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 (key)가 될 수 있다 . 본고는 시
용時用 괘卦 셋 중 건蹇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 그 기본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건괘 (蹇卦 : ䷦ 坎上 , 艮下 )
【경문괘사經文卦辭】 蹇 , 利西南 , 不利東北 . 利見大人 , 貞吉 .
【단전괘사彖伝卦辭】 蹇 , 難也 , 險在前也 . 見險而能止 , 知矣哉 . 蹇 , „利西南 ‰, 往得中也 ; „不利東北 ‰, 其道窮也 .
„利見大人 ‰, 往有功也 . 当位 „貞吉 ‰, 以正邦也 . 蹇之時用大矣哉 .

【효사爻辭】
【경문經文】 初六 往蹇來譽 .

【상전象伝】 初六 „往蹇來譽 ‰, 宜待也 .

【經文】 六二 王臣蹇蹇 , 匪躬之故 .

【象伝】 六二 „王臣蹇蹇 ‰, 終无尤也 .

【經文】 九三 往蹇來反 .

【象伝】 九三 „往蹇來反 ‰, 內喜之也 .

【經文】 六四 往蹇來連 .

【象伝】 六四 „往蹇來連 ‰, 当位実也 .

【經文】 九五 大蹇朋來 .

【象伝】 九五 „大蹇朋來 ‰, 以中節也 .

【經文】 上六 往蹇來碩 , 吉 . 利見大人 . 【象伝】 上六 „往蹇來碩 ‰, 志在內也 . „利見大人 ‰, 以从貴也 .
【상전괘사象伝卦辭】 <象 > 曰 : 山上有水 , 蹇 . 君子以反身修德 .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 1장에서 연구의 목적 등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 시용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다 .
제 3장은 경문괘사와 단전괘사를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건蹇괘의 괘의와 괘덕을 잘 이해하여 제 4
장의 효사 해석에 대한 길잡이로 삼게 될 것이다 . 제 4장에서는 여섯 효사를 비덕比德 구조의 네 효와 결본缺本
구조의 두 효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제 5장은 상전괘사를 다른 유관 괘의 그것과 대비하면서 건蹇괘의 종합
적 교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제 6장에서는 건蹇괘의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간결하게 제시할 것이며 ,
마지막 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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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용時用에 대한 논의
2.1 역의 우환의식
계사전系辭傳 하 7장은 모두冒頭에서 작역作易의 동기가 우환의식憂患意識이었다는 것을 직설하고 있다 .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사전 하 7장은 우환憂患에 대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책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
다 . 대신에 단지 아홉 괘를 삼진三陳으로 나열하고 그 괘덕卦德 만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 역의 우환의식에서 환患이란 단순히 환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자가 덕을 이
루지 못하거나 부족하여 환난을 다스릴 능能과 권權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부연
하면 , 역의 우환의식에서 우환憂患이란 환난 그 자체가 염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군자가 군자로서의 덕이 부
족하여 환난 극복에 실패하게 되는 그 상황이 염려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 따라서 역의 우환의식은 환난을 다스
려줄 군자가 없거나 군자가 도외시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 또는 그에 대한 위기의식이라 할 수
있다 . 그래서 계사전 하 8장에서는 아무리 모든 도가 다 구비되어도 „만일 그 사람 (군자나 치인 )이 없으면 그 도
는 헛되어 실행될 수 없다 .‰1)고 적시하고 있다 .
그러므로 계사전 하 7장이 주장하는 바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아홉 가지 괘덕卦德을 바탕으로 진덕수업하
여 대인大人이 되어야 우환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는 덕을 닦아 덕
을 이룬 사람으로서의 대인이나 군자가 우환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 이 계사
전 하 7장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3)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履 >괘는 덕의 기본이며 , 화和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여주니 , <이履 >로써 화행和行이 가능해 진다 (履 , 德之

基也 . 履和而至 , 履以和行 ). 이를 이해하려면 천택이天澤履의 괘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하늘乾이 위에
있고 못兌이 아래에 있으니 상하가 양괘와 음괘로 균형을 잡은 모양이다 . 위가 아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니 연못 안에 하늘이 잠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履괘가 덕의 기본 4)이라는 것은 군자의 덕에 의해 화행 즉 ,
백성의 권위에 대한 수용으로 화합과 안정이 달성되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
<겸謙 >괘는 덕의 자루 곧 덕을 잡고 펴는 관건이 되며 , 자기를 낮추는 겸으로 오히려 존귀해져 능히 빛나게 하

니 , 자제와 예행禮行이 이로써 가능해진다 (謙 , 德之柄也 . 謙尊而光 , 謙以制禮 .) 산이 평지 아래에 있는 상형이 겸
謙괘이다 . 즉 , 산이 스스로를 낮추는 상형이다 . 겸謙괘 단전 괘사는 겸謙이 존귀한 자를 더욱 빛나게 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능욕을 당치 않게 하니 군자의 완성 (君子之終 )이 된다고 하였다 .
<복復 >괘는 덕의 근본이며 , 미세한 것에서 사물의 도리를 깨닫게 하니 이로써 자기 자신을 살펴 안다 (復 , 德

之本也 . 復小而辨于物 , 復以自知 .) 지뢰복이니 운동의 방향이 심연의 안쪽이다 5). 자기 자신을 아는 것 (自知 )이 덕
의 근본이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 . 복復괘 단전 괘사에 Â복復에는 천지운행의 심층적 법칙이 체현되어 있
다 .Ê6)고 하였다 .
<항恒 >괘는 덕의 공고한 기초이며 , 늘 복잡다단한 세사를 접하면서도 그에 휘둘리지 않게 하니 항으로 시종
1) 계사전 하 8장: 苟非其人 道不虛行.
2) 주역 4대 난괘 중의 하나인 건蹇괘 상전괘사象伝卦辭가 군자이반신수덕君子以反身修德으로 제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
다(본고 5장 참조.)
3) 계사전 하 7장은 아홉 개의 괘를 3진陳 (단락)으로 처리하여 단락별로 각각의 괘덕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삼진
구덕괘三陳九德卦라 칭할 때도 있다.) 첫 번째 진陳에서 아홉 괘의 기본 성격을 정의하고, 두 번째 진陳에서 다시 동일한 아홉 괘의
용을 설명하고, 세 번째 진陳에서 다시 동일한 아홉 괘의 공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세 진陳 (단락)의 각 괘의 내용을
괘별로 종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4)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만고불변이다. 순자의 성상편 1, 2, 3을 참조할 일이다(졸고, 2009) 참조).
5)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곤괘에 한 줄기 빛이 비치어 임하는 상형이 복괘이니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도통의 괘상이라 할 수 있다.
6) 復, 其見天地之心乎. 冯(2007)는 이를 这體現了天地運行的深層規律吧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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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일한 덕을 이룬다 . (恒 , 德之固也 . 恒染而不染 , 恒以一德 .) 세사世事에 어쩔 수 없이 물들면서도 그에 대해 초연
할 수 있으니 염이불염染而不染이고 , 이로써 항일 (恒一 )할 수 있게 된다 . 항괘는 진상손하震上巽下로 구성되어
우레와 바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변화의 원리를 보여준다 . 상하괘가 양 (진震 )과 음 (손巽 )으로 상응하고 있으
며 , 또 상하괘의 각 효도 음양이 상응하고 있어 도의 공고함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 일단 기본 원칙을 일탈하지
않아야 그로써 시종여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7)
<손損 >괘는 덕의 수업이며 , 모든 일이 처음은 어렵고 나중은 쉬워지는 도리를 일깨워주니 손損으로써 더 큰

재앙의 해害를 멀리 한다 (損 , 德之修也 . 損先難而後易 , 損以遠害 .)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하는 것이 상도이나 때로
는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것이 요구될 때도 있으니 모름지기 군자는 손損의 때에라도 욕심을 누를 수 있고 , 분
노를 통어할 수 있어야 한다 . 그것이 수덕修德의 길이 된다 .
<익益 >괘는 덕의 충실화이며 , 덕행을 부단히 고양함으로써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덕에서 떠날 수 있게 되니

이利를 발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益 , 德之裕也 . 益長裕而不設 , 益以興利 .) <역지의易之義 >에도 익야자 , 덕지
유야 益也者 , 德之裕也라 하였고 , 이어서 익장유이후여 益長裕而後與라 하였으니 익이란 덕의 유裕라 덕이 장유
長裕한 후에 익益이 함께 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결국 유덕裕德과 유익裕益이 같이 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8). 익益괘는 손상진하로 구성되어 있으니 음괘인 손괘가 상괘에 , 양괘인 진괘가 하괘에 처해
있고 , 상하괘의 각 효가 음양으로 대대하여 상통하고 있는 괘상이라 상하上下 간 교류 ·교통이 원활히 이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순리이위順理而爲의 덕행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곤困 >괘는 덕의 판별 기준이며 , 곤극필통困極必通이니 곤困이 궁극에 이르면 필히 회통하게 될 것이 분명하

다 . 곤困의 괘덕으로 하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困 , 德之辨也 . 困窮而通 , 困
以寡怨 .) 상전 괘사에 택무수澤無水 , 곤困이라 하였으니 연못에 물이 없는 상형이 곤困괘이다 . 이런 어려운 상황
에서도 군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소명을 완수하니 그 덕이 곤困의 어려움을 덮을 만하다 .
<정井 >괘는 덕의 장場이니 군자의 머무는 곳에서 그 덕행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 정井의 괘덕으로 의리를 판

별할 수 있게 된다 (井 , 德之地也 . 井居其所而遷 , 井以辨義 .) 정井괘의 단전 괘사는 Â巽乎水而上水 , 井 Ê으로 시작한
다 . 바람처럼 물이 흘러 위로 솟아올라 샘이 된다는 뜻이니 , 샘이 마르지 않는 수원이 되고 큰 강의 시원이 되듯
이 군자 역시 덕의 근원이 되고 강물 같은 덕행이 펼쳐지게 하는 원류가 된다 . 샘이 만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듯
이 군자의 덕행도 만민에게 모두 공평하고 무차별적이어야 할 것이 분명하다 . 그래서 정井의 괘덕으로 의리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을 것이다 .
<손巽 >괘는 진덕수양을 위한 자아극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니 군자가 시세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한다 . 손巽의 괘덕은 통변적 방법의 진수가 된다 (巽 , 德之制也 . 巽稱而隱 , 巽以行權 .) 손巽괘의 상전 괘사는 수풍
손 隨風 巽으로 시작한다 . 바람이 바람을 따라 부는 형상이 손巽괘의 상형이라는 것이다 . 마치 나는 없어지고 , 바
람 불면 부는 대로 , 물결치면 치는 대로 식의 무위한 경지의 덕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한 것 9)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상의 아홉 괘는 군자의 덕에 대한 예거例擧일 뿐이다 . 다시 말하면 주역 64괘 중 군자의 수덕修德과 덕행을
다루지 않는 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이를 입증하는 것이 64괘의 상전괘사이며 , 전체 64괘중 Â군자 Ê로 시작
하는 상전괘사가 총 53회이고 , 나머지 11괘도 군자와 동격의 선왕 (7괘 ), 후왕 (泰와 姤 2괘 ), 상上 (剝 1괘 ), 대인大
人 (離 1괘 ) 등으로 그 상전괘사가 시작하고 있으니 주역 64괘 모두가 군자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는 주역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여 그 도에 통함으로써 대인大人의 경지에 이
를 때 모든 우환을 순리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
7) “진정한 성자라면 그림자 마냥 어렵고 더러운 것은 내치고, 밝고 깨끗함만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포용하면서도 둘 다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참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혜민(2019, 8, 21), 중앙일보 칼럼 <깨달은 성자도 실수하는 이유>에서.
8) 익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15)를 참조할 수 있다.
9) 종심소욕從心所欲 불유구不踰矩의 경지와 상통한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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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인大人과 시용時用
문언전 건괘 구오九五에서는 대인大人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夫大人者 , 与天地合其德 , 与日月合其明 , 与四
時合其序 , 与鬼神合其吉凶 . 先天而天不違 , 後天而奉天時 . (부대인자 , 여천지합기덕 , 여일월합기명 , 여사시합기서 ,
여귀신합기길흉 , 선천이천불위 , 후천이봉천시 .) 자의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Â무릇 대인이란 만물을 생장양
육生長養育하는 천지의 덕을 구유하고 , 일월과 같이 빛나는 명철함을 구유하고 , 그 행위가 사계의 순환처럼 질서
가 잡혀 있고 , 또 귀신처럼 길흉을 예견할 수 있다 . 그가 천시의 변화에 앞서 행하면 , 그 후의 천시 변화가 그 옳
음을 인정한다 . 그가 천시 변화를 뒤따라 행하면 , 그것이 천시를 받드는 것이 된다 .Ê
여기서 보듯이 대인大人이 시변時變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분된다 . 하나는 선천시先天時 10)하는 것
이고 , 다른 하나는 후천시後天時 11)하는 것이다 . 건蹇괘와 같이 험난함이 앞에 다가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멈추
는 것은 대인大人의 덕과 지혜를 따름이며 , 이것이 선천시하는 것이니 하늘의 뜻을 그 기미로 깨달아 앞서서 행
해야 할 바를 때에 맞춰 준행하는 것이다 . 시용時用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반면에 구姤괘 잠룡의 때와 같은
시의時義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하는 계제라는 뜻이 될 것이니 말하자면 당연히 천시를 받들어 후천시해
야 옳은 상황이다 . 물론 시의時義에서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 그러므로 시의나 시
용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것이다 .12) 그래서 두 개념은 같으면서도 다
르고 , 다르면서도 같다 . 단지 그 시의와 시용의 시時를 인식함에 선천과 후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그래서 지시
치용知時致用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
계사전 하 제 1장에 變通者 , 趣 13)時者也 변통자 , 촉시자야라 하였으니 변통자란 회통자 즉 , 변화에 통달하려는
자이고 , 촉시자趣時者란 시를 자연스럽게 또는 감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
시의와 시용의 깨달음이 촉시가 될 것이고 , 결국 지시치용知時致用의 궁극적 목적이 통변通變에 있다는 것을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 환언하면 , 통변을 위해 선천시先天時나 후천시가 지시치용知時致用으로 강구된다는 것이다 .
이제 시용時用의 좀 더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 단전 괘사에서 시용대의재時用大矣哉라 규정하고 있
는 세 괘 (앞으로 시용괘라 함 )는 건蹇 , 감坎 , 규睽 괘이다 . 이들 중 건蹇과 감坎 괘는 소위 주역의 4대 난괘 (건蹇 ,
감坎 , 둔屯 , 곤困 )에 속한다 . 시용괘 중 4대 난괘에서 제외된 규睽괘는 감坎 소성괘가 없이 이離괘와 태兌괘로 구
성되어 있지만 이 역시 난괘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 그러므로 시용괘는 공통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 –험난險
難 , 중험重險 , 괴乖 - 을 괘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 여기서 4대 난괘이면서 시용괘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둔屯과 곤困 괘를 건蹇의 시용時用 괘와 대비해서 그 괘덕을 살펴보면 시용時用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4)
둔屯괘는 감상坎上 , 진하震下의 상이니 험난 하에서 움직이는 상 , 보다 정확하게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상이
다 . 둔屯괘는 건곤乾坤괘 다음 세 번째에 배열되어 있으며 , 그 단전 괘사는 다음과 같이 둔屯을 정의하고 있다 .
„둔屯은 강 ·유剛 ·柔가 교통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둔屯괘는 하진의 움직임과 상감의 험난함으

로 괘상을 이루었으니 시초의 혼돈과 혼란을 상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하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 불가피한
혼돈이요 혼란이다 . 하늘의 조화도 처음에는 어둠과 혼돈에서 시작한다 (天造草昧 ). 나라가 시작될 때도 이와 비
슷한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쳐야 하니 이를 숙지하고 제후를 세워 분권화를 시작하고 , 적절한 통치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

10) ‘그가 천시의 변화에 앞서 행하면, 그 후의 천시 변화가 그 옳음을 인정한다.’는 의미.
11) ‘그가 천시 변화를 뒤따라 행하면, 그것이 천시를 받드는 것이 된다.’는 의미.
12) 주자朱子의 “時乎時, 不再來 如何可失.”이라는 경구를 생각할 일이다.
13) 趣는 취가 아니라 촉으로 읽어야 한다. 속어의 ‘촉이 있다’는 말의 뉴앙스와 통한다. 감각적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14) 주자에 따르면 “둔屯괘는 음양이 아직 상통하지 않는 때이고, 건蹇괘는 음양이 유행하는 중 막힘이 있는 때, 곤困괘는 음양의

유행이 궁한 때이다 (屯時陰陽未通之時, 蹇是流行中有蹇滯, 困則窮矣).” (<朱子語類>, 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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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蹇괘와 둔屯괘는 둘 다 4대 난괘로 분류될 만큼 지난한 상황을 괘제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어려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 둔屯괘가 상정하는 험난은 처음 시작의 혼돈과 혼란에 기인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감내
해내야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 그러하니 지시치용을 논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 반면에 건蹇괘는 분권화 등
에 의해 통치체제가 확립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니 그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제는 시용時用과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
다음에 곤困괘는 상태하감上兌下坎으로 성괘되어 있으며 , 상전 괘사는 연못이 말라버린 택무수澤無水를 곤困
의 상형으로 정의하여 곤困괘가 지난至難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단전 괘사는 곤困의 상
태하감上兌下坎의 상형에서 강엄剛淹 즉 , 구이는 초육과 육삼의 두 음효에 , 그리고 구사와 구오의 두 양효는 육
삼과 상육의 두 음효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 그렇지만 구이九二와 구오九五 두 양효가
중정위를 차지하여 험난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상형이니 어려워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주석하고 있다 . 그리고 구오九五의 양효가 양중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
니 대인의 중정지도가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종내에는 대인에게 길할 것이라 주석하고 있다 . 계사전 하 7장
에서도 곤困의 괘덕을 곤극필통困極必通 , 즉 곤이 궁극에 이르면 필히 회통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
논어 위령공 편에 이런 말이 있다 . „군자는 곤궁함에 처연하나 , 소인은 곤궁에 처하면 너무 야단스럽다 .‰16) 곤
困에 처한 군자는 곤극필통困極必通을 믿으니 소인처럼 야단스러울 필요가 없을 것이 자명하다 . 이처럼 곤困의
험난함도 둔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蹇의 그것과는 상이하며 , 지금 여기에 와 있어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고
난에 대해서는 선천시先天時의 시용時用의 여지가 없을 것이 자명하니 건蹇과 곤困 , 두 괘가 다 4대 난괘에 속하
지만 이런 연유에서 곤困괘는 시용時用 괘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로써 둔屯과 곤困이 4대 난괘에 속하지만 시용時用 괘에서 배제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용
時用의 의미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부연하면 , 둔屯과 곤困은 불가피하게 통과해야만 할 험난
함이라 건蹇의 그것과 험난함의 성격상에 차이가 있어 지시치용知時致用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니 시용
時用은 앞으로 닥칠 험난함을 미리 예견하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Ⅲ. 경문經文 및 단전彖伝 괘사에 대한 논의
【경문 괘사 經文 卦辭】 蹇 , 利西南 , 不利東北 . 利見大人 , 貞吉
【단전 괘사 彖伝 卦辭】 蹇 , 難也 , 險在前也 . 見險而能止 , 知矣哉 . 蹇 , „利西南 ‰, 往得中也 ; „不利東北 ‰, 其道窮也 .
„利見大人 ‰, 往有功也 . 当位 „貞吉 ‰, 以正邦也 . 蹇之時用大矣哉 .

건蹇괘는 감상간하坎上艮下로 성괘되어 , 산위에 물이 놓여 있는 괘상을 보여주고 있다 . 경문 괘사의 첫 구절
인 이서남利西南 , 불리동북不利東北을 이해하려면 설괘전 3장의 팔괘방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르면
건의 상괘 감은 북쪽이니 앞으로 나아가려는 북방엔 험난을 상징하는 큰 물 (坎 )이 놓여 있고 , 하괘 간은 동북이
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엔 큰 산 (간艮 )이 가로막고 있는 상형이라 산 첩첩 , 물 첩첩한 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
우를 상징하고 있다 .
한편 서남방西南方은 팔괘방위상 곤방坤方이니 이서남利西南 17)이란 곤방으로 나아가면 유리하다는 말이 된
15) 건蹇괘의 성격에 대해서는 3장 경문 및 단전 괘사 해석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16) <論語, 韋灵公>,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冯(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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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런데 건蹇괘의 상괘는 곤坤괘가 아니라 감坎괘이어서 유리한 줄 알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 불리동북不利東北에서 동북방東北方은 건괘의 하괘 간艮괘의 방方이다 . 즉 , 지금 갈 수 있는 하괘의
간방艮方인 동북방은 갈 수는 있으나 가면 불리하다는 말이다 . 그러하니 가고 싶은 방향은 갈 수조차 없고 , 갈 수
있는 방향은 위험하고 험난하니 막혀있는 것과 진배없다는 것이다 . 즉 , 이서남 , 불리동북이란 건괘의 상황이 위
아래가 모두 막혀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 이로써 왜 건蹇괘가 주역의 모든 괘들 중 4대 난괘 중의 하나
로 분류되어야할 만큼 지난한 형국을 괘제로 하고 있는지를 쉽게 그리고 직감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의 이서남利西南 , 불리동북不利東北에 대한 해석은 자의 그대로 „서남으로 가면 유리하고 , 동북으로 가면
불리하니 가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음양오행사상에서 동북방을 귀
문방 (鬼門方 )이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동북방엔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북방을 귀문방이라 하는 것은 이 괘사를 자의대로만 잘 못 해석한 데에 일부 기인할 것인
바 , 그야말로 넌센스 (nonsense)에 가까운 해석 18)이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단전 >은 이서남利西南 , 불리동북不利東北에 대해 <„利西南 ‰ 往得中也 이서남 왕득중야 ; „不利東北 ‰, 其道窮

也 „불리동북 ‰, 기도궁야 .>로 주석하고 있다 . 冯(2007)는 이를 „서남방향으로 가면 유리한데 중도中道에 부합하
기 때문이요 , 동북방향으로 가면 불리한데 그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이 Â서남
방향으로 가면 유리하고 동북 방향으로 가면 불리하니 가지 말아야 한다 .Ê는 자의적 해석의 서남과 동북 방향의
유불리에 대한 이유를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이서남利西南에서 서남西南은 곤방坤方이라
건괘 감상坎上의 구오九五가 음효로 바뀌어야만 곤상坤上으로 변환되어 중도이자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이서남과 불리동북에서 서남과 동북은 정반대 방향이므로 외형 논리상으로만 보면 서남이 중中을
얻어 유리하면 동북은 중中을 얻지 못해 불리해야 당연한 것 같이 보인다 . 하지만 현실에서 서남이 유리하다고
동북은 자연히 또는 당연히 불리해지라는 법은 없다 . 따라서 이 구절은 서남과 동북 , 유리와 불리의 대대와 내왕
을 괘상에 맞춰 주사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 즉 , 이서남利西南 , 불리동북不利東北은 건蹇괘의 괘상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 서남은 중을 얻어 (往得中也 ) 유리한 줄 알지만 선택지가 아니어서 갈 수가 없고 19), 지금 가
는 방향은 길이 막혀 (其道窮也 ) 갈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불리하다는 것을 주사䌛辭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문 >과 <단전 >은 모두 이견대인利見大人 20)을 그 답으로 제시한다 . 정이 (程
頤)는 이견대인 이하의 단전 괘사 <„利見大人 ‰, 往有功也 . 当位 „貞吉 ‰, 以正邦也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21).
건蹇괘와 같이 어려운 시국이라면 성현 아니면 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Â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
롭다 (利見大人 )Ê한 것이다 . 대인이 당위当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는 공을 이룰 것이니 Â나아가 공
을 이룬다 (往有功也 ).Ê한 것이다 .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은 오직 대정지도大正之道일 뿐이다 . 공자가 괘의
재질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Â건괘의 효는 초효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위
17) 주역에서 ‘이’利와 ‘불리’不利는 그 다음에 오는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서술어로서 “～하는데 유리하다.”나 “유리하게 ～ 할
수 있다.”를 의미한다. 이서남, 불리동북 利西南, 不利東北에서 서남과 동북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향하는 동사적 성격을 띠게 되니 각각 서남쪽으로 가면 유리하다, 동북쪽으로 가면 불리하다로 해석해야 한다(이승률(2013)
참조.)
18) 건蹇괘 <단전> 괘사의 시작에서 “蹇, 難也, 險在前也”로 건의 지난함이 전제되고 있는데, 뒤이어 ‘서남으로 가면 유리하고 동북으
로 가면 불리하다’고 너무나 쉬운 탈출구가 제시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맥락불통이 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건의 험난
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용時用에 의해 벗어나야 한다는 괘의와도 배치된다.
19) 상전의 건蹇괘 구오九五 효사 주석, “大蹇朋來”, 以中節也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오가 육오로 바뀌어야만 상감上坎이
상곤上坤으로 바뀌어 친구가 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 <文言伝>에 따르면 대인을 “천지와 그 덕이 합치되는 인물이다.”라고 하여 대인을 유덕자로 정의하고 있다.
21) 《程伝》. “蹇亂之時, 非聖賢 不能濟天下之蹇, 故利見大人也. 大人当位, 則成濟蹇之功矣, 往而有功也. 能濟天下之蹇者, 有大正之道,
夫子又取卦才而言, 蹇之諸爻 除初外, 餘皆当正位. 故爲貞正而吉也. 初六, 雖以陰居陽, 而處下亦陰之正也. 以如此定道, 正其邦, 可以
濟於蹇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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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位이고 , 그래서 정길貞吉이 가능하다 . 초육은 음으로 양의 자리에 있지만 맨 아래에 있으니 음의 바른 자세이
다 . 이와 같이 정도로 나라를 바르게 하면 (正其邦 ) 건蹇의 어려움도 제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난숙 (2018),
p.97, 참조 . 일부 개역 .)

부연하면 이견대인利見大人이란 지시치용이 가능한 대인이 있어야 비로소 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상으로 <단전 > 괘사의 주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게 된다 . 하지만 Â왕유공야往有功
也 Ê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이 (程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양陽
이 구오로 건실하게 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중으로 믿음이 확고하다 . 그러니 마음으로 (내적으로 ) 형통한 상이
다 . 그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 성실하니 능히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성至誠이면 가히 금석金石을 관통하고
수화水火를 헤쳐 나갈 수 있나니 어떤 험난함인들 그 형통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 오직 성실함으로 나아
가면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 나아감에 가상함이 있고 (行有尙 ), 공이 있게 (行有功 ) 되는 것이다 . 가지 않
는다면 그냥 험난 중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니 무슨 공이 있겠는가 .‰(이난숙 (2018), p.94, 참조 . 일부 개
역 .) 움직여서 이 험난함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건괘의 괘상이라는 말이다 .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언제 움직이
느냐의 시時를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22). 그러하니 <단전 >에서 건지시용대의재蹇之時用大矣哉라
한 것은 건蹇괘에서 Â시용이 통변의 관건이 됨 (matters profoundly)을 본다 .Ê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건의 시용 (蹇之時用 )에 대해 해解괘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 해괘 (解卦 : 震上 坎下 )는 둔
괘 (屯卦 )와 교역관계에 있으며 , 둔屯괘가 감상坎上 , 진하震下의 상이라 험난 하에서 맴도는 상이라 할 것이요 23),
반대로 해解괘는 진상震上 , 감하坎下의 상이니 말하자면 그 둔屯의 큰 어려움에서 움직여 나온 상이 된다 . 그리
고 해解괘는 건蹇괘 다음에 배치되어 있으며 , 서괘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건蹇이란 험난함
인바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으니 해解괘로 받는다 . 해解란 험난함이 풀어지는 것이다 .‰ 그런데 건蹇
괘와 해解괘는 모두 감坎괘가 주축이 되어 있으며 , 감坎괘의 가운데 양효가 건蹇괘의 구오九五로 , 그리고 해解괘
의 구이九二로 각각 상 ·하괘의 중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 이 두 경우를 대비해보면 건蹇괘의 구오는 감坎괘가 상
괘上卦로 가서 얻은 중이고 , 해解괘의 구이는 감坎괘가 하괘下卦에 머물러 얻은 중이니 , 해解괘의 경우는 갈 필
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해야할 이유가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
환언하면 험난함이 풀리지 않은 건蹇의 시時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 그것도 앞서서 움직여야 , 그에서 벗어나
풀릴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감坎이 하괘에 처한 해解괘의 경우 뇌우작 해 (雷雨作 解 )로 험난함이 풀린 형국이라서
마땅히 안정해야 하니 해解의 시時는 움직이지 않아야 옳다는 것이다 . 즉 , 건蹇의 중은 움직여서 얻은 것이요 , 해
解의 중은 움직이지 않아서 얻은 것이니 , 이것이 두 가지 상이한 시중時中의 예가 될 것이다 . 그래서 성인이 건蹇
의 경우엔 시용時用이 크다고 하였고 , 해解의 경우엔 시 (사 )時 (事 )가 크다고 한 것이다 . 건蹇의 시時는 다가올 위
난을 예지하고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니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만 하며 , 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대인에게 시용時用의 소중함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시용대의재時用大矣哉라 표현한 것이다 . 시
의는 대인의 시의時義요 , 시용과 시사도 대인의 시용時用과 시사時事이니 대인을 전제로 한 의義요 , 용用이요 ,
사事인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시의 ·용 ·사時義 ·用 ·事 관련 각 괘의 대의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분명
하다 .

22) 건괘에서 서남과 동북은 모두 막혀 있다. 즉, 움직이는 방향이 관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건괘에서는 말하자면 ‘언제 그것을
시행하느냐’가 해결의 관건이 되어 있다.
23) 둔屯은 4대 난괘 중의 하나이며, 험난 또는 혼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맴도는 상형이다. 본고 2장
2절에서 둔屯괘와 건蹇괘를 비교해서 논하고 있다.

| 188 |

주역의 시용 (時用)에 관한 소론 (Ⅰ): 건괘 (蹇卦)의 괘사와 효사에 대한 경영관리론적 관점의 해석을 중심으로

Ⅳ. 효사에 대한 논의
건蹇괘의 효사는 주로 그 효위爻位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주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일견하여 알
수 있으니 외형상 다산의 「독역요지」 18칙 가운데 비덕比德과 결본缺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또한 판위辨位
규칙에 의거해야만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연하면 건괘의 초육 , 구삼 , 육사 , 상
육 등 네 효는 모두 왕건往蹇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비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나머지 두 효 육
이와 구오는 비덕 구조에서 일탈하여 왕건往蹇이라는 공통된 효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결본의 방식을 따르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두 효가 결본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이들이 각각 음 ·양 중정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그래서 판위의 규칙을 언급한 것이다 . 이하에서 우선 왕건往蹇의 의미를 먼
저 살펴보고서 , 건괘의 비덕 구조의 효사와 결본 규칙을 따르고 있는 효사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4.1 비덕比德의 왕건往蹇에 대한 논의
건蹇괘 효사의 비덕比德 구조의 공통분모는 „왕건往蹇 ‰이다 . 우선 „왕往 ‰에 대해서 여러 설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평이하게 „떠난다 ‰는 의미의 „서거逝去 ‰와 동의어로 보고 각 효사에서 뉴앙스를 새겨서
적절히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 태泰괘 구삼九三 효사에 무왕불복無往不復이라 하였으니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는 의미일 것이고 , 이를 뒤집으면 무복불왕無復不往 즉 , „돌아와서 떠나지 않는 것도
없다 .‰고 해야 마땅하다 . 그리고 이 말은 주역의 모든 변화의 근본 원리인 물극필반物極必反과 상통한다 .
물극필반이란 물物의 성장이 극極에 달하면 반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여기서 물物이란 사람의 인식 대상
이 되는 모든 존재로서 일종의 무한집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주역의 물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
하는 물건이나 사물처럼 개체적인 존재와는 상이하다 . 오히려 상반상성相反相成하는 관계망속의 결절 (마디 )이
거나 상호작용의 단위로서 지극히 상대적인 존재이다 . 그래서 주역의 물物은 그 자체로 변화를 근본 속성으로
하게 된다 .
그리고 극極은 물物이 변화하는 과정상의 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 전환점 (inflexion point)이란 예를 들어 음에
서 양으로 , 강剛에서 유柔로 , 동動에서 정靜으로 이행하는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 변곡점 (또는 변곡 시점 )을
말한다 . 그러므로 물物이 이 극極에 이르면 필히 반전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인 것처럼 보인다 .
그렇다면 어떻게 반전한다는 것인가 ? 계사전 하 제 2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易窮則変, 変則通 ,
通則久 역궁즉변 , 변즉통 , 통즉구 . 여기서 궁窮은 극極과 상통하는 개념이며 , 하나의 전환점을 유도하는 기제이
니 궁窮이 곧 변 (變 )이라서 궁즉변窮則変이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다음에 변즉통変則通이란 궁극에 이르게 된
그 물物 (상황 또는 시국 )이 비로소 대대待對의 물物과 상통 또는 교통交通하게 된다는 것이니 음이 궁극하면 양
과 교통하게 되고 , 강剛이 궁극하면 유柔와 교통하게 되고 , 동動이 궁극하면 정靜과 교통하게 된다 . 이처럼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치로 천･지와 음･양이 교통 ·교류 ·교제 24)하면서 만물이 변화 ·생성하는 과정을 오
래 (通則久통즉구 ) 되풀이 하게 된다 . 여기서 우리는 주역의 변화의 도가 순환적이고 누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그리고 계사전 하 제 2장에 보면 „궁즉변 , 변즉통 , 통즉구 ‰ 뒤에 „자천우지 , 길 , 무불리 自天佑之 , 吉 , 無不
利 ‰25)란 말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는 주역이 상정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간의 주도적 대응 노력이 있어야 비
로소 길상吉祥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역경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즉 ,
24) 무왕불복 천지교제 無往不復 天地交際 즉, 태괘 구삼효사의 교제交際를 말한다.
25) 대유大有 괘 상구 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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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천우지自天佑之란 자우천우지自佑天佑之 26)라는 말이니 Â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Ê는 말이다 . 궁변통
구窮変通久의 과정에서 인간의 주도적 대응이 결합되어야만 변통의 결과가 길하고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건蹇괘의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원리는 시용時用을 아는 중정자中正者에게만 건극즉통蹇極則通의
왕건往蹇이 될 것이 분명하니 왕건往蹇을 건극즉변 蹇極則変, 변즉통変則通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 의미를 제
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2 비덕比德 효사에 대한 논의
4.2.1 초육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初六 往蹇來譽 . 【상전】 初六 „往蹇來譽 ‰, 宜待也 .
건蹇 초육 효사의 해석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왕건래예往蹇來譽 ‰의 예譽 자字의 해석이다 . 이승률 (2013)은
여러 판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예譽를 명예로 해석하는 설을 지지하고 „갈 때는 고생하지만 돌아올 때는 명
예를 얻는다 .‰로 해설하고 있다 . 그리고 冯(2007) 역시 예譽를 영예榮譽로 해석하고 있다 . 이 두 해석을 참조하여
【상전】의 „왕건래예往蹇來譽 ‰, 의대야宜待也란 초육 효사에 대한 주석을 해석해 보면 „고난이 가면 영예가 오리
니 적의하게 대대待對 (대응 )해야 한다 .‰가 될 것이다 . 고난은 가끔 위장된 축복 (disguised blessing)으로 일컬어
진다 . 초육의 효사는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
하지만 „고난이 가면 영예가 온다 .‰는 것이 얼른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즉 , 고난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주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앞뒤가 상통할 수 있게 되어 이
해가 쉬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는 노력 , 자우自佑가 있
어야만 천우天佑가 뒤따르고 , 영예는 그 결과로 부수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 의대宜待라는 상전의 주석은 험난
함에 대대待對하여 시용時用으로 시의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인간의 자우自佑에 해당할 것이다 .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의 성격을 먼저 잘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 요청
된다는 말이다 .
그리고 단전 괘사에서 건蹇의 시용時用이 크다고 정의한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대宜待라고 하는 것이 소극
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면 , 또는 항恒괘에서처럼 소득 없이 사냥감의 길목
이나 지키고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합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전제되는 것이며 , 의대宜待
가 시용時用을 통한 자우自佑의 대표적 행동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예譽가 예豫와도 상통하는 의미를 갖는 것
을 감안하면 초육 효사에서 궁극의 반전을 궁구하는 모멘텀 경영의 요체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
하였으니 고난을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닫고 , 그 과정에서 크게 수덕修德하게 되었으니 고난이 큰 유익이 되었다
는 말이다 .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
다 .‰고 하였으니 „고난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고 나면 (의대대宜待對 ) 그 후에 영광이 따라온다 .‰는 초육 효사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2.2 구삼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九三 往蹇來反 . 【상전】 九三 „往蹇來反 ‰, 內喜之也 .
冯(2007)는 이 „왕건래반往蹇來反 ‰에 대해 Â간난艱難의 시기가 가고나면 불간난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있
다 .Ê로 해석하고 있다 . 그리고 상전의 주석 „內喜之也 ‰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Â그러므로 오히려 이를
26) 자천우지自天佑之란 자우천우지自佑天佑之에서 ‘佑’ 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自佑의 佑를 생략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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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기뻐해야 한다 .Ê고 주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이승률 (2013)은 이 구삼 효사의 해석에서도 „往蹇來反 ‰의 Â반反 Ê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 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기존의 여러 관련 문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그에 따르면 이 반反에 대해 ① 반성 , ② 반박 , ③ 귀환 , ④
상반 , ⑤ 반반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 그는 이 중에서 반反이 상반된 상황
으로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 구삼 효사를 冯(2007)와 거의 동일하게 Â간난艱難의 상황이 가면
그와 상반된 불난不難의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 .Ê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
이 구삼 효사는 초육의 건蹇의 성격에 대한 정의에 이어 이러한 건蹇의 시時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다루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즉 , 건극즉통蹇極則通이라 건蹇이 와서 궁극에 이르면 갈 것이고 , 다음에는 불난이 따
라오게 되어 있으니 건蹇의 시황時況 또는 시국時局을 극복하기 위해 건蹇을 예상하면 우선 이를 기꺼이 또는 기
쁘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內喜之也 )는 것이다 .
노자老子 도덕경 40장에 반反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본다 . Â反者 , 道之動 반자 , 도지동 Ê. 약간 의역하
여 풀어보면 Â상반된 것이 나타남은 곧 도의 작용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Ê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상
생相生하는 상극相剋이 상반相反이며 이것이 도의 묘용방식妙用方式이라는 것이다 .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도의
상반 작용에 의해 끝이 있다는 말이 原始反終원시반종이다 .
이런 관점에서 왕건往蹇이란 처음에 건蹇이 와서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 왕건래반往蹇來反이란 도의 운
동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종終을 향해 가서 결국 반反 즉 , 반건反蹇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 괘상에서도 구삼으
로 하괘 간괘가 완성되니 간괘의 그침 (止 )이 실현되어 건蹇의 종終과 반건反蹇을 실현하는 모양새가 된다 .
역은 변화의 도이며 , 각 괘는 역의 변화의 도의 구체적 현현顯現이다 . 인간은 이 도를 깨달아 실천궁행해야 할
당위를 부담하게 된다 . 천지만물의 소장성쇠消長盛衰가 다 시時를 따라 진행되니 그 시時를 깨달아 치용致用하
는 것이 대인지덕大人之德이 된다 . 이것이 건蹇괘의 도를 대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건蹇의 때를 예견하는 자는 오히려 속으로 기뻐해야 한다 . 상전이 구삼 효사의 뒤에 내희지야內喜之
也라 주석한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즉 , 어떤 어려움이건 건蹇 그 자체가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蹇의 지시知時를 통해 어떻게 치용致用하느냐에 따라 길흉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
원시반종原始反終의 도의 묘용방식을 이해하는 자는 당연히 먼저 이 건蹇의 사태를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신만의 건蹇에 대한 합리적 시용時用의 해법을 보
기 시작할 것이다 . 이와 약간 괘를 달리하지만 투자론적 관점에서라면 건蹇을 위험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
고 위험 부담 없는 이익은 불가하니 , 합리적 위험부담을 통한 투자 이윤의 달성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2.3 육사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六四 往蹇來連 . 【상전】 六四 „往蹇來連 ‰, 当位実也 .
Â건蹇이 가면 연連이 온다 .Ê는 이 육사 효사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Â연連 Ê의 해석을 놓고 아주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 이승률 (2013)은 이에 대한 아주 많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 그리고 결론적으로 연連을 „인
력거를 타다 .‰라는 의미의 Â연輦 Ê으로 해석하는 주장을 따라서 육사 효사를 Â갈 때는 고생하지만 올 때는 인력거
를 탄다 .Ê로 풀이하고 있다 . 冯(2007) 역시 연連을 가마라는 의미의 연輦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설을 따르고 있
으며 , 승차하다 또는 저뢰抵賴하다 등의 이설이 있음을 각주하고 있다 .
이러한 해석은 자의字意 상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
하지만 시용대의재時用大矣哉라는 <단전 >의 건蹇괘 정의와 연관시켜 육사 효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러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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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정말 막연해 보일 뿐이다 .
이 연連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제시한 독역 18칙 중 우의寓義의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즉 , 연連은 우의적 표현이며 , 구체적으로는 중의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우선 연連은 양효를 말로
써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글자이다 . 예컨대 艮上連간상연이라고 하면 艮 (☶)의 상형에서 제 3효의 상효가 연連 즉 ,
양효라는 의미가 된다 . 그리고 乾 (☰) 三連 건 삼련 27)은 건괘에서 세 양효가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중의
의 다른 하나는 연의 보통 글자 뜻 그대로 연속 (부절不絶 ), 연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육사 효
사를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연連이 양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Â왕건래연往蹇來連 Ê은 „건蹇이 가면 이제 이 육사의 자리엔 양
효가 와야 할 계제이다 .‰로 새겨야 한다 . 그렇게 되면 상괘는 감坎괘가 아니라 태兌괘가 된다 . 그런데 <상전 >이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육사는 음효로서 당위실야当位実也 제 자리를 착실하게 지키고 있으니 양효가 올 수 없게
되어 있고 , 그 결과 상괘는 그냥 감坎괘로 남아 있게 된다 . 단순히 양효 (連 )가 와서 태兌괘로 바뀔 수 있었다면 가
마를 타고 금의환향하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 그런 희망사항도 이 효사에 내포되어 있었을 수 있다 . 그런 관점이
연連을 연輦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요약하면 , 양효 (連 )가 올 수 있었다면 이 어려움은 여
기서 끝이 나고 그래서 기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
그래서 연連을 연속 또는 부절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때 육사六四는 음효陰爻인 원래대로 상上
감坎괘의 첫 효가 된다 . 그리하여 하괘 간艮괘의 산 첩첩한 어려움이 왔다가 가지만 상上 감坎괘의 어려움이 다
시 시작되는 것을 표상하게 된다 .28) 즉 , 새로운 험난한 상황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어려운 상황
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거나 , 어려운 상황을 한 고비 넘기고 나서 방심하거나 느슨해지
면 이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 액운은 겹쳐서 온다는 속설은 그런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왕건래연往蹇來連이란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방심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고난은 설상가상으로 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쳐올 수 있
으니 그 2차 파동 또는 소위 더불 딥 (double dip)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
4.2.4 상육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上六 往蹇來碩 , 吉 . 利見大人 . 【상전】 上六 „往蹇來碩 ‰, 志在內也 . „利見大人 ‰, 以从貴也 .
상육 효사의 풀이 역시 다른 비덕 구조의 다른 세 효사와 마찬가지로 왕건내석往蹇來碩의 Â석碩 Ê에 대한 해석
이 관건이 된다 . 이승률 (2013)을 참조하면 이에 대한 기존의 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 . 하나는 석의 자
의대로 대大로 해석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이를 가차자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
첫 번째의 대大로 해석하는 경우는 다시 행위의 주체 즉 행위자로서의 사람이 크다고 형용하는 추상적 표현으
로 간주하는 설과 행위의 결과 즉 성과나 수확이 크다고 하는 직설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설로 나뉜다 . 여기서 사
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덕 또는 여유나 관대함 29)이 크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 다음에 석碩
을 가차자로 보는 견해는 碩이 Â摭Ê Â蹠 Ê30) Â度 Ê의 가차자로 보는 설 , 또는 Â拓 Ê의 가차자로 읽고 Â취하다 Ê로 해석
하는 설 등이 있지만 이들은 건의 의미를 본고와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어 취할 바가 없다 .
이승률 (2013)은 석碩을 사람이나 인물이 Â크다 Ê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그렇게 되면

27) 여기서 연은 양효라는 의미와 연속된다는 의미가 중의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8) 하 간괘가 마무리된 계제에서 상 감괘의 처음인 육사 효사의 시작을 언급하는 것이다.
29) 정이의 주장: 周易程氏傳, “碩, 大也, 寬裕之稱. 來則寬大, 其蹇紓矣.”
30) 冯(2007) 역시 석碩이 이 척蹠의 가차자라는 설이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다. 이를 ‘뛰어 오르다.’로 해석하지 않고 대척의 척으로
이해한다면 일리 있는 해석이 유도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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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육 효사는 „간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되니 길하다 ,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로 새
길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건괘 <단전 > 괘사에서 „오직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니 나
아감에 가상함이 있고 (行有尙 ), 공이 있게 (行有功 ) 되는 것이다 . 가지 않는다면 그냥 험난 중에 머물러 있다는 뜻
이 될 것이니 무슨 공이 있겠는가 .‰ 하였으니 석을 공이 크다로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물론 건蹇을 극복하
고 공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큰 사람으로 변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두 관점에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31). 그리고 대인을 만난다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의한 시용時用으로 험난함을 극복
한 공이 크고 그것을 통해 대인과 만날 수 있을 만큼 (대인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 덕이 큰 사람으로 변모한다고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고에서는 왕건往蹇을 건극즉통蹇極則通으로 해석한다 . 이는 고난의 험난한 시기가 극에 달하면 사람의 대
응 여하에 따라 다양한 변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 . 상육 효사에서는 건극즉통蹇極則通이
석碩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고 , 상전은 건蹇이 가면 석碩이 온다는 이것이 (사람의 ) 의지가 안 (內 ) 즉 나를 지향하
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공을 세우더라도 공과功果 그 자체보다는 입공의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부연하면 , 역경逆境은 사람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
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는 고백이 있다 . 여기서 우리는 간난의 시기를 당하여 뒷걸음질 치
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건蹇괘 단전 괘사에서 교훈하고 있듯이 Â그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 성실하니 능히
형통할 수 있다 . 지성이면 가히 금석金石을 관통하고 수화水火를 헤쳐 나갈 수 있나니 , 어떤 험난함인들 그 형통
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Ê 하는 자세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역경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 그 과정에서 시
용자時用者는 큰 인물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 그러하니 어떤 면에서는 역경 그 자체를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을
키우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시용時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3).

4.3 결본缺本 효사에 대한 논의
4.3.1 육이六二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六二 王臣蹇蹇 , 匪躬之故 . 【상전】 六二 „王臣蹇蹇 ‰, 終无尤也 .
우선 육이 경문 효사를 자의적字意的으로 해석해 보기로 하자 . „왕신건건王臣蹇蹇 ‰의 왕신王臣은 왕의 신하
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육이와 구오의 음 ·양 중정의 효가 상반상성하는 관계에서 육이六二 음중정이 구
오九五 양중정과 대대하는 상형을 주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말하자면 구오九五를 왕으로 육이六二를 그 신하로
주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건건蹇蹇 ‰이란 동어반복에 의한 일종의 강조법으로 볼 수 있으며 , 험난한
상황이 중첩되는 상황 또는 내우외환과 같은 이질적 복수의 험난한 상황을 시사하기 위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적인 영역의 소규모 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대규모 사회체의 경우 규모에 비례하여 복잡성도 증
대될 것이고 위험 요소의 다양성과 크기도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 . 효사에 왕을 등장시키는 것은 국
가적 차원의 위난 상황을 전제하기 위한 수사일 수도 있다 . 종합하여 „왕신건건王臣蹇蹇 ‰은 왕의 신하가 내우외
환의 험난함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전제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한다 .
31)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고 나면 큰 반전의 도약적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보통 대인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
다. 석碩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이 뒤에 “이견대인” 이종귀야 “利見大人”, 以从貴也란 상전의 주석이 이어지는 바, 이는 우선 상육과 구오 효가 음·양으로 연결,
상성하는 모양을 본떠 “이견대인”으로 주사한 것이고, 이 모양이 마치 상육이 구오의 귀위貴位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
것이다. (구오의 자리는 양중정이라 귀위貴位이며, 구체적으로 복覆괘 단전 등에서 보듯이 제왕의 자리를 상징할 때도 있다.)
33) 상육이나 상구는 보통 흉위凶位가 되는데 건괘의 상육은 길吉하다고 하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육이 구오의 대인을 따
름으로 건蹇의 험난을 벗어나고, 마침내 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건괘 상전 괘사가 반신수덕인 것도
이 상육 효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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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비궁지고匪躬之故란 그 험난함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34). 다시 말하면 육이
六二는 하괘의 중위에 , 그리고 음효가 와야 할 제 자리에 와 있으니 왕신이 본분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국가 경영
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일 수 있다 . 그리고 건蹇괘의 경우 상하
괘 (감상간하坎上艮下 )가 모두 양괘라서 상하가 서로 중정으로 대대하는 상형이니 그런 관점에서 왕신간의 입장
차가 크지만 어느 쪽도 과실이 없는 상황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상전 >에서 육이六二 효사에 대해 „왕신건건王臣蹇蹇 ‰이 종무우야終无尤也라고 주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

을 것이며 ,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느 한 편의 우尤 즉 , 과실過失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
해할 수 있다 . 부연하면 이 어려움이나 험난한 상황이 나로 인한 것이거나 사적인 것이 아니며 그에 대처해야 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것일 뿐이니 , 제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다해 치인治人으로서
시용時用에 전념한다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할 뿐 결과가 설혹 좋지 않
다손 그것이 내 과실過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5)
4.3.2 구오 효사에 대한 논의
【경문】 九五 大蹇朋來 . 【상전】 九五 „大蹇朋來 ‰, 以中節也 .
이 구오 효사의 해석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붕래朋來이다 . 복復괘의 괘사에 „붕래무구朋來無咎 ‰라는 구절이
나온다 . 복復괘의 반역反易 괘인 산지박山地剝 (䷖)괘는 상괘가 간艮괘인데 , 설괘전에 따르면 간艮은 소인의 상
이고 곤坤은 붕朋의 상이라서 간상연艮上連의 아래에 있는 다섯 음들은 (또는 하곤의 세 음효는 ) 소인의 벗들이
된다 . 그런데 다시 박괘의 반역 괘인 복復 (䷗)괘가 되면 하괘가 진震 (☳)이 되고 상괘가 곤坤 (☷)이 되니 진震은
군자의 상이라 진하연震下連 위에 있는 다섯 음효는 (또는 상곤의 세 음효는 ) 군자의 친구들이 되는 것이며 , 그
래서 „군자의 벗들이 도래하니 무슨 허물이 있을 것인가 .‰ 그렇게 주사했다는 것이다 36).
건蹇괘에는 곤坤괘가 개입되지 않으니 복괘나 박괘의 경우와 같은 군자나 소인의 친구가 있을 수 없다 . 그런
데 건蹇의 상괘 감坎에서 구오가 효변爻變하면 곤坤괘로 바뀔 수 있다 . 즉 , 구오 효사 대건붕래大蹇朋來에서 대
건大蹇이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일반적 의미도 있지만 건蹇이 극에 달한 상황을 표상할 수도 있다 . 이것이 건蹇의
극極이고 , 말하자면 이때가 바로 구오의 양효가 음효로 효변할 것이 기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 그렇게 되면 건蹇의 상괘가 감坎괘에서 곤坤괘로 변괘變卦하게 되어 마침내 곤坤의 붕朋이 상上괘에 오게 되
니 붕래朋來 즉 , 친구가 오는 것으로 주사할 수 있게 된다 .37) 마치 물이 빠지고 (往坎 ), 땅이 드러나면 (來坤 ) 친구
가 오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와 같다 .
그런데 상전에서 구오의 효사를 주석하면서 „以中節也 ‰라는 구절을 덧붙여놓고 있다 . 이 Â중절 Ê을 이해하기
위해 수택절水澤節 괘를 참조해 보기로 한다 . 절괘의 <단전 > 괘사에 보면 „설 (열 )이행험 , 당위이절 , 중정이통 說
(悅 )以行險 , 當爲以節 , 中正以通 ‰이라는 구절이 있다 . 풀어 보면 , „설 (열 )이행험說 (悅 )以行險이란 상감上坎괘와

하태下兌괘의 괘상을 Â즐거이 (태兌괘 ) 험난함 (감坎괘 )을 마주 대한다 Ê고 주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 당위
이절當爲以節이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상괘의 육사 , 구오 , 상육이 음 ·양 ·음으로 제 자리를 지켜 절제함이 있
기 때문이며 , 나아가 중정이통中正以通 즉 , 구오로써 중정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중정지도를 따름이며 , 이로써
형통할 수 있게 된다 .‰는 의미일 것이다 . 이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천지절이사시성 . 절이제도 , 불상
재 , 불해민 . 天地節而四時成 . 節以制度 , 不傷財 , 不害民 .‰ 풀어 보면 , „천지에 절도가 있어 사계의 질서가 잡히는
34) 匪躬之故에서 匪는 非로, 躬은 나(我)로, 故는 원인原因으로 해석한다.
35) 주어진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시대적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36) 정다산, 周易四箋, (이창일(2018), p.100 참조.) ( )안은 본인의 생각을 추가한 것임.
37) 이렇게 상괘가 효변하면 건괘는 지산겸地山謙괘로 변괘가 된다. 계사전 하 7장에서 겸이제례謙以制禮라 하였으니 겸의 괘덕이
면 친구를 부를 만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효변을 통해 육이 구오의 건蹇괘가 두 음중정의 겸謙괘로 변환되는 구조이니 건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모양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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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 중절을 제도화하면 사람을 해하지 않고 재물을 손상치 않고서도 험난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열리게 된다 .‰38)는 의미일 것이다 .
그러므로 건괘 구오 효사에 대한 상전의 주석 „以中節也 ‰는 „중정과 절제로 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니
친구가 와서 돕는다 .‰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극건克蹇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중절中節이라
언급할 수 있다 . 내가 우선 중심을 잡고 굳건한 신념으로 절제된 대응 행동을 강구할 때 자우천우로 또는 천우신
조처럼 다른 사람 (친구 )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39) 그리고 구오 효의 중정의 중은 시중의 의미
가 크니 시용時用 (즉 , 지시치용知時致用 )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부연하면 구오 효사 역시 중정과 시중을
통한 시용時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건蹇괘가 시용時用 괘가 되는 소이를 여기서도 발견
해낼 수 있다 .

Ⅴ. 상전 괘사에 대한 논의
【象伝卦辭】 <象 > 曰 : 山上有水 , 蹇 . 君子以反身修德 .
건蹇괘의 간하감상艮下坎上 (䷦)의 괘상을 읽어 산상유수山上有水라 표현하고 있다 40). 그리고 군자는 이 건蹇
괘에서 반신수덕反身修德할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괘덕卦德으로 제시한다 . 건괘가 4대 난괘 중의 하
나일 만큼 어려운 상황을 괘제卦題로 하고 있고 , 또 건괘가 세 시용 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이 상전괘사의
깊은 의미를 논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한다 . 본고에서는 우선 반신수덕해야 할 주체 (subject)인 군자란
누구인가를 살펴본 후 주역에서 얘기하는 반신수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 어떻게 반신수덕하라는 것인가 , 왜 건
의 상황에서 군자에게 반신수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
순자는 „군자란 다스림의 근본이다 .‰(君子者 治之原也 <군도편 2>)라고 주장한다 . 순자 사상에서 지선至善은
„정리평치正理平治 ‰에 있으며 정리正理를 펼쳐 평치平治에 도달하는 이론이 도道요 , 구체적으로 „군거화일지도

群居和一之道 ‰이다 . 그의 군거화일지도는 예와 의로 구체화되며 , 법은 그 예와 의의 최대공약수이다 . 그런데 순
자에 있어 법은 다스림의 근본이 아니며 , 법에 근거한 제도나 규정도 다스림의 지류일 뿐이다 . 즉 , 악인 편험패난
偏險悖難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치법이 아니라 바로 치인으로서의 군자이다 (有治人 , 無治法 : <군도편 1>)41).
군자는 타고 나는가 ? 순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재질과 성품 , 그리고 지능은 군자나 소인이나 매일반이
고 , 호영오욕好榮惡辱하는 것과 호리오해好利惡害하는 것도 매한가지다 . 결국 적사려 습위고積思慮 習爲故의 위
僞로 인해 군자와 소인이 갈라지게 되니 군자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 누구라도 힘써 배우고 궁행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진덕수업進德修業을 통한 수기修己가 군자의 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런데 군자의 상은 시대에 불문하고 동일한 것인가 ? 순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 군도의 성격이 시대 상
황에 따라 달라지니 치인으로서의 군자는 그에 적합한 치세철학을 스스로 재정립해 나가야 하며 , 이를 복후왕
(復後王 )이라 개념화하고 있다 . 복후왕이란 군자 스스로 추고치신推故致新을 통해 자신의 여시해행與時偕行의

치세철학을 일신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 분명하다 .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당연히 끊임없는 학습과 수업이
필요해지게 된다 .
38) 구이의 “주어진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시대적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과 연결된다.
39) 앞의 주 37)의 겸괘로의 변괘에서 언급한 바처럼 이 중절中節은 겸덕謙德의 제례制禮와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 산 위에 물이 있으니 당연히 곧 흘러내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감은 물을 상징하고 동시에 고난과 위험을 표상하는 괘다. 그러
므로 물이 다가오는 상형이 고난과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하니 군자라면 수덕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41) 졸고(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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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자의 반신수덕反身修德 , 즉 Â군자가 몸을 돌이켜 덕 42)을 닦는다 Ê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의해 보기로 하자 . 반신反身이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일 것이니 공자의 군자구저기君子求諸
己 43) 그리고 맹자의 반구저기反求諸己와 상통하는 말이 될 것이다 . 다음에 덕을 닦는다는 것은 천지인天地人 삼
재의 도를 터득함으로써 도에 내재되어 있는 지극한 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진력하는 것이며 , 이것이 바로 군자
의 덕이 된다 (남회근 (2013)). 그리고 군자는 어떤 어려운 시위에서도 진덕수업進德修業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만부의 우러름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인선 (2009)에서 재인용 ).
문언전에 보면 건괘乾卦 구삼 효사에 군자君子 진덕수업進德修業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 공자는 건괘
구삼 효사 (君子終日乾乾 , 夕惕若 , 厲, 無咎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종일건건 ‰은 군자가 진덕수업進德修
業하는 것을 이름이며 , 군자는 충신忠信으로 진덕進德하고 수성修誠으로 거업居業한다 . 지지지종知至知終하여
지종至終에 모두 통하니 시의時義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 그리하여 상하 어디에 처하건 불교불우不驕不
懮할 수 있으니 이는 시의時義를 앎에 척연惕然한 때문이다 . 위험이 다가온다 해도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44) 여
기서 우리는 Â어떻게 진덕수업해야 할 것인가 ?Ê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 즉 , 충신 진덕 , 수성
거업 , 지지지종이 그것이다 .
그리고 이에 뒤이어 문언전 건괘乾卦 구사九四에 보면 군자의 진덕수업의 궁극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 Â상하가 무상하여 변화가 부정不定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악함을 보우함은 아니며 , 진퇴가 일관성을 갖
지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이 대중을 거슬러야 함을 요구함도 아니다 (冯(2007)을 참조함 ). 군자가 진덕수업하는 것
은 시時에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 (欲及時也 )이다 . 그러하니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Ê45) 부연하면 , 끊임
없는 추고치신推故致新을 통한 여시해행與時偕行의 궁극적 방편이 진덕수업進德修業이라는 말이니 진덕수업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덕의 최고 수준 즉 , 성덕盛德에 이를 수 있게 된다 .
이제 왜 건蹇의 상황에서 군자에게 반신수덕反身修德을 요구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맹
자 > 진심 상에 이런 말이 있다 . „사람의 진정한 덕행 , 지혜 , 학술 , 지식 등은 언제나 환난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한
다 .‰46) 환난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진면목이 여실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건蹇과
같은 어려운 환난에 처해본 사람은 누구라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 자신의 부덕함도 통절히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 그러하니 건蹇의 상황은 그 자체로 군자에게 반신수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도 있다 47).
건蹇괘와 교역交易관계에 있는 몽蒙괘는 간상감하艮上坎下로 구성되어 있다 . 몽蒙괘의 괘사에 대한 <단전 >
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 „지금 험난한 상황 (감하 )에 처한 뒤에 멈추는 형상 (간상 )이니 어둡다는 의미의 몽蒙괘가
된 것이다 .‰ (山下有險 , 險而止 , 蒙 .) 몽蒙이란 밝지 못하다는 뜻이라 지혜 없다는 말과도 통하니 멈출 때를 놓진
것에 기인한다 . 즉 , 시의를 앎에 무지몽매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단양도씨 (丹陽都氏 )의 견해를 인용 .) 이 몽
蒙괘의 상전 괘사는 „山下出泉 , 蒙 . 君子以果行育德 산하출천 , 몽 . 군자이과행육덕 .‰이며 , „산하에 샘이 솟는 상형
이 몽괘이니 군자가 이 괘상을 보고 샘물이 용출하는 것과 같은 과단성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품덕을 배

42) 리쩌허우(李澤厚)(2014)에 따르면, “덕(德)은 은대의 문헌에서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대(周代)에 들어 중심사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초부터 ‘경덕’(敬德)과 ‘명덕’(明德)을 강조하고 있고, 금문(金文)에서도 ‘덕’(德)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은나라
시기의 ‘제’(帝)가 당시의 의식형태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는 주초에 이르게 되면 이미 천의(天意)와 천인적 덕(德)이 결합된 유덕
자란 의미의 대인大人 등에 의해 대체된다.”고 하였다(이정희, 최정준(2018) 참조.) 문언전, 건 구이에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
也.”라 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43) 논어, 위령공편. 군자구저기君子求諸己 소인구저인小人求諸人.
44) 文言伝 九三. 子曰: 君子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言幾也; 至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
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懮.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無咎矣.
45) 文言伝 九四. 子曰: 上下無常, 非爲邪也; 進退無恒, 非離群也. 君子進德修業, 欲及時也, 故無咎.
46) <孟子>, 盡心 上, 人的 德行, 智慧, 學術, 知識, 經常是存在於患難中. (추사의 세한도 발제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를 연상케 된
다.)
47) 건의 시국은 시용을 요구하고 시용에 통달하려면 시를 따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진덕수업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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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다 .‰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여기서는 건蹇괘와 달리 험난함이 하감으로 이미 와 있고 그러니 멈춰야
하는 것도 아는데 상괘 간艮의 멈춤은 앞으로의 일이니 말하자면 지혜가 부족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므로 여기서 군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과단성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품덕 )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를 과행육덕果行育德이라 표현했으니 몽蒙괘의 경우는 건蹇괘와 같이 험

난함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 멈춰서 반신수덕反身修德하는 것과는 상이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 . 즉 , 건
蹇은 몽蒙괘와는 달리 험난함이 앞에 있어 전진할 수 없음을 미리 알아 멈추는 것이니 험함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 이것이 감상간하坎上艮下의 괘를 건蹇이라 이름한 까닭이다 . 이 건蹇의 상황은 또한 대인의 대정지도 또
는 지시치용知時治用을 궁구하여 살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스스로 몸을 돌이켜 수덕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
한편 건蹇괘와 같이 육이六二 , 구오九五의 음중정과 양중정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열여섯 괘 48) 중에서 감상坎
上 괘인 수화水火 기제旣濟괘의 경우는 앞으로 위난이 다가올 것이지만 이를 밝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
다 49). 그래서 그 상전 괘사는 „水在火上 , 旣濟 . 君子以思患而豫防之 . 수재화상 , 기제 . 군자이사환이예방지 .‰로 제
시되어 있다 . 풀어 보면 , „불 위에 물이 놓여 있는 상형이 기제旣濟괘다 . 군자가 이를 보고 환난이 올 것을 생각하
고 이를 예방하게 된다 .‰는 말이 될 것이다 . 위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확실하여 이를 미리 알 수 있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면 그를 피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다가올 위난이 확실하기만 하면 그 예방이나 대비에 큰 어려움이 없
을 것이 또한 분명하다 .
건蹇의 도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치인治人으로서의 군자君子에게 수기修己의 방편으로 대인의
대정지도大正之道를 터득하기 위해 반신수덕反身修德할 것을 하나의 방표로서 제시하며 , 이를 통해 여시해행與
時偕行할 수 있는 지시치용知時治用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 그것이 하루아
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니 이를 위한 끊임없는 진덕수양進德修養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
한다 .

Ⅵ.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
목하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는 21세기에 주역의 가르침은 미래의 기업경영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왜 지금 주역이지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을까 ? 3천여 년 전 주역이 창작되었을 당시의 경영환경은
작금의 그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 그리고 다가올 경영환경의 대변화는 현재의 그것과 전
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있다 . 그러하니 삼천여 년 전에 창작된 케케묵은 주역의 도를
궁구해서 그것이 미래의 기업경영에 시사하는 바를 궁구해야 할 이유나 시의성을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역은 변화의 원리에 대한 거시적 틀을 도로서 제시한다 . 이 역의 도는 통시적이어서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이
해하고 , 미래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믿는다 . 역의 도가 창작 당시인 3천여 년 전에는 유효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거나 지금으로서는 유효할지 모르나 3천여 년 뒤에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통시성이다 .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이어지며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변화의 양상과 성격
은 세월 따라 그리고 세대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그에 대한 사람의 대응이나 대대하는 근본원리는 동귀수도
48) 주역 64괘 중 음·양 중정위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둔屯, 비比, 부否, 동인同人, 수隨, 관觀, 무망无妄, 함咸, 둔遁, 가인家人, 익
益, 췌萃, 혁革, 점漸, 기제旣濟, 그리고 건蹇의 16괘이다.
49) 하괘의 이괘가 밝음을 상징하니 밝히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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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歸殊途 또는 일치백려一致百慮라 할 수 있고 , 주역은 그 동귀同歸 또는 일치一致에 기초하였으니 통시성이 확
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작역의 동기가 우환의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계사전 하 7장은 아홉 괘
덕 만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아무리 모든 도가 다 구비되어도 „만일 유덕한 그 사람 (군
자나 대인 )이 없으면 그 도는 헛되어 실행될 수 없다 .‰고 적시하고 있다 . 그러므로 역의 우환憂患의식에서 우환
憂患이란 시변에 따른 환난 그 자체가 염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군자가 군자로서의 덕이 부족하여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염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역은 군자가 유덕하고 나
날이 새로워져 성덕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리
고 주역의 이 대전제大前提는 통시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군자는 누구인가 ? 순자는 화해사회의 달성이 의義에 기초한 분업과 그에 따른 본리本利에 의해 가능해지며 ,
군자는 바로 이 분업을 관리하는 중추라고 정의하고 있다 (君子者 , 管分之樞要也 .) 나아가 의義에 기초한 본리本
利를 정리正利라 정의하고 정리의 추구를 사업 (또는 경영 )이라 하였다 (正利而爲 , 謂之事 ). 그러므로 군자는 현대
적 관점에서라면 경영자와 동질적 성격을 공유한다 . 이 군자는 관분지추管分之樞이면서 구체적으로는 다스림
(또는 미시적 차원의 경영 )의 근원이다 (君子者 , 治之原也 ). 법이나 제도 , 이론 등은 다스림의 지류이지 근원은 아

니다 . 그리고 순자는 군도君道의 성격이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니 치인治人으로서의 군자는 그 시변時變에 적
합한 치세철학을 재정립해 나가야 하며 , 이를 복후왕 (復後王 )이라 개념화하고 있다 .50) 복후왕이란 군자가 추고
치신推故致新을 통해 자신의 여시해행與時偕行의 치세철학을 일신日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 분명하다 .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당연히 끝없는 진덕수업進德修業이 필요해지게 된다 .
순자의 이러한 군자론은 Â현대 신유가新儒家에서 시時를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영역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 Ê51)과 일맥상통한다 . 이때의 시時란 시변時變일 것이며 , 시변에 따른 모든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도는 바로 다
스림의 근원으로서의 군자의 도로 집약될 수밖에 없으니 , 수기치인은 군자의 수기 즉 , 진덕수업이요 , 그를 통해
군자가 대인 또는 치인治人으로 변모 되어야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2) 조직 경영의 근원으로서의
경영자 역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부단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히 대대할 수 있는 능력 곧 유덕裕德
을 함양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 익益괘에서 유덕과 유익이 상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일이다
(졸고 (2015)).

미래 경영이 건蹇괘에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바를 논의하려면 건괘가 상정하고 있는 험난함의 성격 또는
특성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건蹇은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장차의 어려움에 의대하는
것을 괘제로 한다 . 건의 어려움은 우선 둔屯과 다르다 . 둔屯은 모든 시작의 혼돈과 혼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무질서와 험난함을 괘제로 한다 . 반면에 건蹇괘는 사회체의 경우라면 제후국의 설치와 같은 통치체제가 어느 정
도 갖춰진 상황에서 환경변화나 사회적 갈등 등으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경우를 괘제로 다루고 있다 .
한편 곤困괘의 경우는 건蹇괘와 둔屯괘처럼 4대 난괘에 속하면서 동시에 건괘와 유사한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괘상이 태상감하兌上坎下로 어려움이 이미 닥쳐와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
라 시용時用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라서 건괘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
정이程頤는 건괘의 특성을 공자孔子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53) Â건괘의 효는 초효를 제외하
고 모두 당위当位여서 정길貞吉이 가능하다 . 초육은 양의 자리에 음이 와있지만 괘의 맨 아래에 있어 음의 바른
자세일 수 있다 . 이처럼 정도로 나라를 바르게 하면 (正其邦 ) 건蹇의 어려움도 제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Ê 요
50) 졸고(2009) 참조.
51) 장원석(2001, p.262)에서 재인용. 원전에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시時로 바꿔서 표현함.
52) 군자의 도는 지속적으로 일신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수덕이 요구되니 그것이 군자의 추고치신을 통한 수기修己일 것이며, 순자
의 복후왕 개념과 상통할 것이다.
53) 본고 주 20) 참조.

| 198 |

주역의 시용 (時用)에 관한 소론 (Ⅰ): 건괘 (蹇卦)의 괘사와 효사에 대한 경영관리론적 관점의 해석을 중심으로

약하면 , 중정과 정도가 건극蹇克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건蹇괘는 육이와 구오로 음양 중정위가 구유되어 있다 . 건蹇괘 육이 효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의 상하가 정
위正位에서 중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 이것이 흔들리면
내우內憂에 의해 외환外患이 오기 전에도 조직의 존립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 그리고 구오九五의 효사에서 배울
수 있듯이 최고경영자가 정도로 시중을 찾아 선제적으로 경영의 난제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할 때 천우신조도 기
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니 최고경영자가 늘 반신수덕하는 노력을 게
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
이 기본전제가 충족될 수 있다면 , 건괘의 비덕 효사가 제시하듯이 조직이 당면하는 고난이나 위기는 경영자의
적의한 대응에 의해 위장된 축복으로 변환될 수 있을 것이며 (초육 효사 ), 조직 구성원 모두 조직이 어떤 어려움
에 직면하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적극적 태도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육삼 효사 ), 작
은 고난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너무 느슨해져서 또 다른 고난이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며 (육사 효사 ), 그 위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는 오히려 더 큰 업
적을 달성하게 되고 , 나아가 진덕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상육 효사 ).
건괘는 험난함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시용時用을 통해 의대宜對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시치용이란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자는 항상 반신수덕의 수기修己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 환경변화의 폭과
깊이와 빈도가 커질수록 경영자의 예지와 지혜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미래 기업경영에 있어 시용時
用의 의미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 따라서 건도蹇道의 기업경영에 대한 교훈의 시의성도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 .

Ⅶ. 요약 및 결론
본고의 연구 목적은 주역에서 지기 (知幾 )와 찰미 (察微 )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시의‧시용‧시사와 관련된
모든 괘들을 통합적으로 궁구해야 한다는 전제를 좇아 일련의 탐구를 진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 본인은 시
의 관련 네 괘 (구 , 예 , 둔 , 여 )들을 경영관리론적 관점에서 , 그리고 다산이 제시한 주역 독역의 원칙을 참조하여 ,
재해석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 이제 시용 관련 세 괘 –蹇 , 習坎 , 睽-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시용時用
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蹇괘의 주사를 시용時用 개념에 합당하게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시용時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자의적 해석이라면 Â시간을 쓴다 .Ê는 말일 테고 그런 의미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시테크 (時 tech) 개념과 유사할 것이
분명하다 . 하지만 그런 의미의 시용이라면 지기와 찰미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니 그것은 분명 아닐 것
이다 .
본고는 주역의 우환의식에서 시용 개념의 단초를 발견하고 있다 . 즉 , 계사전 하 7장 모두冒頭에서 직설하고 있
는 작역의 동기로서의 우환의식은 결국 계사전 하 8장에서 모든 도가 다 구비되어도 군자가 없으면 헛되어 실행
될 수 없다는 말로 귀결되니 ,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 없으나 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군자의 덕 (君子之德 )이 없음
이 바로 우환이요 크게 염려해야 할 대상이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하니 군자의 진덕수업이 그 수
기의 요체로서 강조된다 . 문언전 건괘乾卦 구삼九三 효사는 Â군자가 충신忠信으로 진덕進德하고 수성修誠으로
거업居業하니 , 그로 지지지종知至知終하여 시의時義와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Ê고 하였다 .
이어서 문언전 건괘乾卦 구사九四에서 군자의 진덕수업의 궁극적 목표를 Â시時에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 (欲及時也 )Ê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그리고 문언전 건괘 구오九五에서는 성덕한 군자로서의 대인이 Â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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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앞서 행하면 그 후의 천시 변화가 그 옳음을 인정하고 , 그가 천시 변화를 뒤따라 행하면 , 그것이 천시를
받드는 것이 된다 .Ê(先天而天不違 , 後天而奉天時 .)고 하였다 . 여기서 우리는 대인이 자신의 성덕으로 선천시先天
時하는 것이 시용時用 개념과 , 후천시하는 것이 시의時義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건蹇괘가 시용時用괘가 되는 것은 주역의 4대 난괘이지만 시용時用괘에서 배제된 두 괘 즉 , 둔屯과 곤困 괘와
비교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 부연하면 , 둔屯과 곤困 괘는 건蹇괘와 같이 4대 난괘에 속하지만 험난함의
성격이 달라서 건蹇괘와 같이 앞으로 험난함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지금 멈춰서 선제적으로 그에 대비하는
시용時用의 지혜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용時用괘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여기서 시용이 대
인의 지혜로 선천시先天時하는 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
건괘의 괘명 수산건水山蹇은 상괘가 감괘이고 하괘가 간괘인 것을 읽은 것으로 험난이 다가오는 상황을 상징
하고 있다 . 경문 괘사에서 이서남 불리동북이라 한 것은 가야할 방향은 막혀있고 , 갈 수 있는 방향은 험난이 가로
놓여 있는 지난한 상황을 말로써 표현한 것일 뿐이다 . 간방인 동북방이 불리하다는 불리동북이란 표현을 직설적
으로 확대해석하여 동북방을 귀문방으로 간주하는 음양오행에 뿌리를 둔 속설은 넌센스에 가깝다 . 그리고 이견
대인 , 정길 (利見大人 , 貞吉 )이란 시용의 지혜를 가진 대인이라면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니 그로 인해 극
건克蹇하면서 마침내 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건蹇괘의 효사는 다산의 독역 18칙 가운데 비덕比德과 결본缺本 , 그리고 판위辨位와 우의寓意 등의 규칙이 동
원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 비덕구조의 네 효사의 공통분모인 왕건往蹇은 Â건蹇은 간다往 .Ê는 말이니 건의 어려움
이 대대작용에 의한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 물극필반과 자우천우의 두 천리가 작동하여 어떤 험남이
든지 대인의 의대 (宜待 )로 극복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초육 , 구삼 , 육사 , 상육 효사의 해석에서 관건
이 되는 예譽 , 반反 , 연連 , 석碩 등은 건괘의 시용 개념과 상통할 수 있는 방향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그
리고 군자나 대인의 선제적 극건克蹇 노력과 결합되어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결본缺本 구조를 따르고 있는 육이와 구오의 두 효는 음중정과 양중정의 자리이며 , 두 효사에서는 군군신신君
君臣臣의 중정과 지시치용知時致用의 시중이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언하면 , 공자의 주석처럼 Â중정
과 시중이 극건克蹇의 전제조건이 된다 .Ê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건蹇의 상전 괘사 군자이반신수덕君子以反身修德에 대해서는 군자가 지시치용知時致用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덕과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 이는 현대의 신유가新儒家에서 시時
를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영역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과 상통한다 . 즉 , 지시치용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수기修
己로서의 반신수덕反身修德은 치인治人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
기업경영에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은 근본적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 이 전제가 주역의
우환의식과 상통할 것이다 . 주역의 우환의식은 군자가 부덕하여 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어 결국 환경변화
에 따른 여러 위험과 환난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 이를 기업경영에 적용하면 Â기업경영에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제기되는 것이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자가 경영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여 그
런 조직위험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야 한다 .Ê는 것이다 . 그러므로 경영자는 건蹇괘 상전괘사가 제
시하는 것처럼 Â반신수덕反身修德하여 시용時用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Ê는 것을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 .
본고에서는 시용時用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의거하여 건蹇괘의 주사繇辭를 일이관지一以貫之 주해하고 있
으니 기존의 여러 건蹇괘 해석상의 과부족을 보완하였다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여타 두 시용時用괘 , 감
坎과 규睽 괘의 해석에도 참고할 수 있는 바른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두 시용時用 괘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수기치인의 영역들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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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e aim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hexagram Jiănguà(蹇卦), which is one of the three hexagrams of ‘opportune
timing (時用 Shíyòng)’ for the way of ‘Management by Wisdom’, by reinterpreting it in a managerial context.
Referring to wényánzhuàn (文言傳), the concept of opportune timing (時用 shíyòng)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It is assumed that the great who commands the tao can anticipate the difficulties to come and manage them by
taking opportune measures in advance, and the outcome will prove that the measures taken by him was timely
right and good. So we can say as follows: The concept of shíyòng is related with looking and moving ahead of the
changing time by the great.
Jiănguà(蹇卦 ) is the one of four hexagrams concerned with most difficult situation amongst all 64 guàs of I-ching,
and it deals with the big problems which has not yet visualized but to be encountered in the near future by
organizations and nations. Therefore it is the shíyòng that matters profoundly here for the great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to come.
Its six line statements (爻辭 yáocí) are consisted of two frames: one is the 4 discriminating virtues of ‘Passing
away of Jiăn (往蹇 )’, and the other is discriminating the line phase of 2nd and 5th. In the first group,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ur characters of glory 譽 (first- six), opposite 反 (six-three), chains 連 (six-four), great 碩
(upper-six) to interpret them in a consistent manner with regard to the key concept of shíyòng. In the second group,
there are two lines: the nine-two line says that he/she should keep his/her right position not to be avoided, and
nine-five line says that he/she should try not to lose the opportune timing of the measures to manage the mishaps
to come.
The guàcí of Great Commentary (xiàngzhuàn) of Jiănguà(蹇卦 ) is concerned with the lesson we should learn
from the Jiănguà(蹇卦 ). The tao Jiăn tells you: You should be faithful enough in cultivating your excellences within,
and become wise enough to look ahead of the coming adversities and to know how to deal with them.
Concluding remarks: You should keep it in your mind that the path of you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evolution
is to be limited by your unwillingness to look and move ahead of the changing time. That is the epigram of shíyòng
Jiănguà(蹇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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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Past literatures on global brands highlight superior values of being a global brand brings. Consumers evaluate
perception of brands being global. In response, consumers create Perceived Brand Globalness (PBG) through
beliefs that a brand is marketed in multiple countries and through signals of global symbols that marketers use in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 Studies find that perceived brand globalness creates value through
consumersÊ perception of brands having higher quality, higher prestige and creating a way to participate in global
citizenship. (Steenkamp et al. 2003; Holt et al. 2004) These perceptions then directly drive consumers to have
positive brand evaluations such as brand loyalty, retail patronage, purchase intention and purchase likelihood
(Steenkamp et al. 2003; Ozsomer, 2012; Swoboda et al., 2012; Swoboda and Hirschman, 2016, Winit et al.
2014). The findings point that more global a brand is, it results in more positive consumer evaluation leading to
an assumption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market share around the global market. However, this is
not really the case in real life for emerging market. Global brands from emerging market are growing and
gaining market share rapidly in emerging market despite lacking in globalness perceptions (Magnusson and
Westjohn, 2019; Wang, He and Barnes, 2017). Namely, these brands are Oppo (China) in Thailand, Vietnam,
Philippines and Malaysia, Xiaomi (China) across Asia and Giordano (Hongkong) across Asia. Despite
competing directly with brands from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perceived as more global, they successfully
grasp strong market share in emerging market. Current literature fails to reflect real life phenomenon. Thus, in
this paper, I attempt to delineate how PBG creates perceptions other than quality, prestige and global citizenship
with emerging market consumers. Then, how this leads to global brands perceived as less global to 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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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ly against brands perceived as more global.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t will briefly draw upon current literatures on global brands, the values that
being a global brand brings and perceived risk associated with product decision. It will then develop a research
framework by how concepts of global brands and perceived risk emerge and affect purchase intention of
emerging market consumers.

Ⅱ. Theoretical Background
Literatures on global brands only highlight the positive values created by signals of being perceived as a
global brand. However, I suggest that global brands might suffer from globalness perception with emerging
market consumers. This could have led past researches not correctly reflecting real life situations in emerging
market. Thus, I bring another construct from marketing, perceived risk. Consumers perceive risk in prior to
making purchase decisions (Cox and Rich, 1964). In this paper, out of 5 types of perceived risk related to
consumer decision, I will focus on 2 types of perceived risk that I suggest they are created by PBG which are
financial risk and social risk. I will present how perceived brand globalness leads to creating risk perception and
how this leads to consumerÊs purchase intentions in emerging market. Figure 1. is provided below to present the
relationships and hypotheses that will be discussed visually.

Figure 1. PBG and risk perception with emerging market consumers

1. Global Brands and Perceived Brand Globalness (PBG)
Marketing in foreign countries puts foreign retailers on disadvantages through consumerÊs bias of local
products and being in a direct competition with existing local brands. (Schuiling and Kapferer, 2004; Özsomer,
2012). However, to overcome these disadvantages, retailers strategically use their global positioning to
communicate their globalness. This acts as a positive signal affecting consumersÊ perception of the brands. This
perception is also known as perceived brand globalness (PBG) which reflects „the extent that consumers believe
that the brand is marketed and available in a multiple country.‰ This globalness perception is created by their
personal experience through travelling and media exposure and/or brandÊs strategic marketing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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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nkamp et al. 2003). Past literatures focus on two main values PBG creates which are perceived quality and
perceived prestige. (Steenkamp et al., 2003; Ozsomer, 2012;) BrandsÊ worldwide availability and acceptance
lead to consumers evaluating brands as having higher quality. Consumers believe that having high quality
product is critical to gaining global acceptability (Holt et al., 2004; Steenkamp et al., 2003). Furthermore, global
brands are often perceived as having the ability to charge price premium (Holt et al., 2004; Winit et al. 2014).
Thus, the perception of brands being global creates consumers associating the brand with higher quality. At the
same time, global brands appeal through aspirations and emotions created from its scarcity. Global brands can
act as signaling oneÊs status, enhance oneÊs image as showing cosmopolitanism, esteem, modernity and
sophistication (Steenkamp et al., 2003). Furthermore, as global brands are associated with having higher price,
possessing and purchasing global brand shows oneÊs material achievement (Batra et al. 2000). The aspirational
appeal and the ability to show material achievement leads to global brandsÊ perception of having high prestige.

2.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is a concept first brought attention to literature by Bauer (1960). It has been applied to many
consumer behaviour research and is continuously applied in the context of online shopping, service marketing
and marketing resource allocation (Forsythe and Shi, 2003; Keh and Sun, 2008; Petersen and Kumar, 2015).
Peter and Ryan (1976) defines perceived risk at brand level as „the expectation of losses associated with
purchase and, as such, acts as an inhibitor to purchase.‰ Consumers perceive risk in prior of making purchase
decision. While making a purchase decision, since consumers do not specifically know if the purchase will allow
attaining buying goals under uncertainty, risk is present (Cox and Rich, 1964). Jacoby and Kaplan (1972) and
Kaplan et al. (1974) find five dimensions of perceived risk namely, performance, financial, psychological, social
and physical. In the present research, two types of risks that closely related to values created by PBG will be
examined: financial and social risk. Perceived financial risk is associated with financial uncertainty and
economic cost arising from making bad and unsatisfactory purchase decisions (Cox and Rich, 1964; Mitchell
1999). Perceived social risk is associated with social judgement consequences that unfavourable opinion can be
created by purchase of a product leading to negative judgement by others. (Dholakia, 2000).

Ⅲ. Hypothesis Development
1. PBG and perceived financial risk in emerging market
Perceived Brand Globalness signals brands as having higher quality. (Steenkamp et al., 2003) This could result
in creating emerging market consumersÊ perception of products over-qualifying the needs of local consumers.
Furthermore, global brands are perceived as highly standardized and tailored for the homogenized global
consumer needs. (Ozsomer, 2012; Mandler, 2019) However, emerging market condition is characterized as
highly dynamic and heterogeneous (Sheth, 2011) Their perception as having lack of local adaptation could lead
to misalignment of local needs and global brandsÊ product offerings. Furthermore, global brand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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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ed as having low local responsiveness (Schuiling and Kapferer, 2004). Market conditions changes
rapidly and dynamically in emerging market where Chinese consumers are described as having taste changes
rapidly so that marketers cannot capture those changes (Walters and Samiee, 2003). Inability of global brandsÊ
lack of adaptation and local responsiveness will directly increase emerging market consumerÊs perceived
financial risk by possible unsatisfactory purchase decision as global brand products are not correctly meeting the
current local market requirements (Mandler, 2019). Furthermore, global brands are perceived with having the
ability to charge consumers for price premiums leading to unnecessary cost related to purchase (Holt et al., 2004;
Winit et al. 2014). Purchasing power in emerging market is low leading consumers to delay their purchase
decision that could risk consumersÊ short-term economic viability (Boso, Debrah and Amankwah-Amoah, 2018).
Price premium could create perception of affecting emerging market consumersÊ short-term economic viability
by unnecessary cost charged for the product. Thus, brands which are high in PBG will suffer more from
perception of being over-qualified, highly standardized for homogenized global market needs, unresponsive to
local market conditions and having high price premium. In turn, high PBG of a brand will lead to high perceived
financial risk in emerging market.
H1. Perceived Brand Globalnes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financial risk of purchasing a
global brand product in emerging market.

2. PBG and perceived social risk in emerging market
Recently, political tensions are arising around the world leading to „anti-globalisation‰ phenomenon; e.g.
„Made in China 2025‰, „Brexit‰, „America First‰ policy and „Make in India‰ (Steenkamp, 2019). This has
resulted in a negative attitude towards globalisation and global brands. These national campaigns and
programmes will lead to creating social norms of national ethnocentric behavior favouring local products over
foreign products. With the influence of social conformity, consumers will be pressured to go along with others
and conform to the expectation of other people (Burnkrant and Cousineau, 1975). Purchase of global products
will lead to going directly against the social norms not conforming along leaving consumers in a risk of getting
negatively judged by others. PBG creates perceived prestige through its scarcity, uniqueness and high pricing
and consumers in emerging market use the perceived prestige of brands as signals of their status through the
ability to show material achievement of affording these products (Batra et al. 2000; Steenkamp et al., 2003).
With products high in PBG, there will be more uniqueness, scarcity and higher ability signal status through its
globalness. Thus, higher signalling ability of product with high PBG will result in higher perceived risk of
negative judgement by others with the presence of national ethnocentrism. Thus, high PBG of a brand will lead
to high perceived social risk in emerging market.
H2. Perceived Brand Globalnes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social risk of purchasing a global
brand product in emerging market.

3. Perceived financial risk with purchase intention in emerging market
Perceived risk increase risk aversion behaviour of consumers (Campbell and Goodstein, 2001).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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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financial risk will directly decrease purchase intention of emerging market consumers. Product with
high financial risk will negatively affect short-term viability of emerging market consumers (Boso, Debrah and
Amankwah-Amoah, 2018). As a risk aversion response, perceived financial risk will decrease purchase intention
of global products in emerging market
H3. Perceived financial risk decreases purchase intention of global products in emerging market.

4. Perceived social risk with purchase intention in emerging market
Perceived social risk will also stimulate consumersÊ risk aversion behaviour. Increase in perceived social risk
will also directly decrease purchase intention of emerging market consumers. The risk aversion reaction to
mitigate negative evaluations by others will directly decrease purchase intention of global products in emerging
market.
H4. Perceived social risk decreases purchase intention of global products in emerging market.

Ⅳ. Discussion
1. Theoretical Contributions
The paper presented here contributes to current literature of global brand studies, specifically Perceived Brand
Globalness (PBG) by proposing new consequences of PBG in emerging market. This study contributes to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past researches only highlighted positive consequences of brandÊs globalness.
However, degree of brandÊs globalness does not always reflect positive evaluattions of consumers. In response,
this study identifies two negative consequences of brandÊs globalness. They are financial risk and social risk
which directly affect consumersÊ purchase intention. Second, this study further clarifies emerging market
phenomenon by studying emerging market consumers. Despite growing in importance, emerging market context
is understudied. This study finds how emerging market consumers respond to global brands and provides new
insights to current global brands and emerging market literature.

2. Manageiral Implications
For marketing managers, this paper provides a couple of insights into practicing marketing strategies in
emerging market. Firstly, brandÊs globalness stimulates emerging market consumers into thinking they are at
financial risk. Thus, managers should consider strategies to mitig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emerging market
consumers. This could be done through signaling high adaptation of the product offering or signalling
value-for-money. Secondly, due to rising political tension, national ethnocentrism is growing. Managers should
consider a way to mitigate perceived social risk of consumers coming from ethnocentric social norm. This could
be done through cultural mixing strategy where using proper cultural elements into marketing strategy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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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 likelihood (He and Wang, 2017).

3. Future research
This study has limitations and opens up new opportunities for further research. Firstly, retailer origin has
shown to moderate PBG evaluation. Swoboda et al. (2002) find that brands of Asian origin were evaluated
mainly through its quality signals and failed to provide value through its prestige signal. Thus, brandsÊ origin
difference might also moderate the perception of risk created by PBG. Secondly, several researches have shown
that consumerÊs global orientation moderates evaluation of global brands. (Guo, 2013; Steenkamp and De Jong,
2010). More globally oriented a consumer is, more favourable evaluation of brands were observed. Thus,
consumersÊ degree of global orientation can decrease the perception of risk created by PBG. Overall, further
research would be fruitful to further test this newly suggested negative consequences of P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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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민연금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가계 총저축 규모와 비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앞으로도 비중이 증
가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 국민연금의 납입 , 자금 및 자산 운용에서 행태변화는 금융시장과 더불어 거시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써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 그 역할도 스튜어드
십코드 ,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 감시역할 등 다양하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운용과 기업 재무성과와의 연관
성을 밝히고자 한다 . 특히 , 개별기업의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기업의 다양한 재무
성과 및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공적기금이나 기업의 소유구조상으로 기관투자
자에 해당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론적으로 경영자의 대리인비용 감시를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 분석 결
과 Q 모형과 GG모형 모두에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유형자산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변수
를 추가하였을 때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국민연금기금지분율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
민연금 지분율이 0%를 초과하였을 때는 유의미하였지만 , 5%이상 , 10% 이상일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 국민연금지분율이 전략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주 제 어 | 국민연금 , 기관투자자 , 스튜어드십코드 , 기업성과

54)

Ⅰ. 서 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말 427조 원 규모로 급속히 증가하여 , 2043년경에는 2,561조 원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 2014). 국민연금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가계 총저축 규모와 비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앞으로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 국민연금의 납입 , 자금 및 자산 운용에서
행태변화는 금융시장과 더불어 거시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증가가
가계부문에서의 소비 , 저축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 기업부문의 투자와 연관된 결정 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
여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 본 연구의 초안은 2019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사업인 “국민연금과 기업투자 간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ㆍ수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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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주식시장 1,325조 원의 32.2%, 국민총생산 1,428조 원의 30.0%, 채권시

장 1,396조 원 중 30.6%에 해당하며 단일 기금으로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전례
가 없을 만큼 거대하다 . 국민연금의 규모가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향력이 커지며 , 기업의 투
자자로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투자자가 되었다 . 따라서 거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연금이 기업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또한 , 기업경영에 있어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 (stewardship)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 기업경영에 대한 견
제와 지원기능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
즉 ,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가능성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를 연구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영향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시장 중
립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기업과 가계의 금융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금융행태가 계
속 변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 시장환경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는 가변적이어서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다시 말해 자금순환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융 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 자금순환표에 나타나 있듯이 가변성이 상당히 크다 .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기금 자체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때는 상호 반응하는 역동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를 지닌다 .
한편 , 연금자산의 증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기업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이 저축을 증가
시켜 자본축적을 촉진할 수도 있는데 , 이때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저축을 얼마나 구축하는지에 따라 , 저축에 미
치는 긍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 특히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이자 축적의 증가를 통해
자본축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 전체저축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만약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국내주식시장
에 투자하는 비중이 , 국민연금이 없었을 때 개인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높으면 , 한정된 저축이 기업
부문에서 직접투자자금으로 이용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 원칙적으로 기업투자에 순영
향을 줄 수 있다 .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
다 . 김훈길 (2018)은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장기
적인 투자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 국민연금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한다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의 기업투자에 관한 효과분석은 자료의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 위경우
(2007)는 2000~2005년의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업가치 , 주가수익률 , 기업지배구조 , 자본구조 등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고 , 기업투자와 지분율의 관계도 실증분석하였다 . 분석모형은 수익성 지표인 ROE, 성장성 지표인
PBR과 레버리지 , 유동성 변수를 통제하고 국민연금 지분율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 이항용 (2017)은 2001~2014

년 기간 중 KOSPI에 상장된 제조기업 패널자료를 통해 기업투자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지분 보유비율 간의 관
계를 실증분석했다 . 전통적인 TobinÊs Q 및 Gala, Gomes, Liu(2019)의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업투자를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의 지분비율에 대한 계수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 기업
의 성장성 , 수익성 , 유동성 , 부채비율 등의 재무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기업투자와 지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운용과 기업 재무성과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투
자 구성은 채권 , 주식 , 대체투자 등이다 . 이 중 주식투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바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특히 , 개별기업의 소유구조 (ownership
structure)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기업의 다양한 재무성과 및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문에 대하여는 지배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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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부분이 기관투자자들의 활발한 경영통제활동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은 공적기금이나 기업의 소유구
조상으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론적으로 경영자의 대리인비용 감시를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
하는 기능이 있다 . 따라서 , 국민연금이 기업이론에서 설명하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Ⅱ. 문헌 연구 및 가설 제시
1.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기능
기관투자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이가연 , 박경인 (2015)의 연구는 기관투자자의 유형을 보
험사 , 금융투자기관 , 은행 , 투신사 , 연기금 , 기타 금융기관 등 6가지로 분류하여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 최향미 , 김소형 (2018)의 연구는 기관투자자를 외국인투자자 , 연기금 , 국민연금 , 기타 기
관투자자로 분류하여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지분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이상철 , 이윤근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대주주 기관투자자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능력 및 유인을 가진 경
우 , 효과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감소로 이어진다 . 장정애 (2011)의 연구에 따르
면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을 감시해주는 대리인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
유주선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의결권은 주주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 이는 기관투자자에게도 해당
한다 .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에 관한 규정 명시화 및 규정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 2016년 12
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다 .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강준모 (2017)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사 및 도입배경 , 스튜어드십코드의 장 ·단점에 대해 설명하였
다 . 김경일 (2018)은 미국 ·일본 ·영국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해 설
명하였다 . 송호신 (2017)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의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장우영 (2019)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배경 및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에 대한 계획 및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Â적극적 주주행동주의 Ê라고 흔히 불리는데 ,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 내 의
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센터 , 2018).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위해 비용 투입 시 보유지분량에 상응하는
대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유인이 있다 (최민용 , 2007).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량의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명한 경영문화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
다 (안택식 , 2017).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실증연구는 다양하게 있으며 대표적으로 손성규 , 배창현 (2018)의 연구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할 경우 기업 신용평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 분석결과 기관투자
자의 반대가 클수록 해당 기업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관투자자의 감시효과
기관투자자의 감시효과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Sakaki, Jackson, Jory(2017)의 연구는 기관소유
안정성과 실제 수익관리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 표본은 9,961개 회사의 6,675개 기업 -년도 관측치이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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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 검증결과 더 안정적인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일수록 낮은 활동조작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ee et al.(2017)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말레이시아 3,077개의 기업 -년도 관측
치를 이용하여 기관투자자의 감시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높은 회계수준을 요구하며 , 특
히 투자한 기업이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다가 , 기관투자자가 외국기관투자
자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외국기관투자자가 현지기관투자자보다 감시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Ward, Yin, Zeng(2018)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67,404개의 기업 -년도 관측치
를 표본으로 하여 , 기관투자자의 감시유인이 높을수록 기업의 현금보유의 한계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3. 기관투자자와 기업성과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투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들을 다음과 같다 . 박진우 , 정규철 , 조장은 (2016)
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매패턴을
분석하였으며 , 분석결과 기관투자자가 정보우위를 활용하여 높은 투자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철 ,
이윤근 , 김주원 (2017)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기업을 제외한 6,550개의 기
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하였을 때 , 경영자에 대한 감시효과가 증가
하며 ,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형철 (2016)의 연구는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이 기업가치와 주
식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 및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진 양
(+)의 관계가 나타났다 . 최향미 , 김소형 (2018)의 연구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연기금 , 국민연

금 , 외국인투자자 , 기타 투자자로 분류하였고 지분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2005년 -2013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는 정 (+)의 영향을 미친
반면 ,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거나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민재훈 (2017)의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장단기 IPO 투자성과
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장 당일의 수익률에만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종원 , 김태관 (2016)의 연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121개의 주식형 위탁펀드를 대상으
로 초과성과 및 성과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성과달성 및 두드러진 성과지속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기관투자자의 순기능에 대한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다 . 정용기 , 김선화 (2016)의 연구에서 2006년부터 2013년
까지의 53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 공적연금 주요주주가 존재할 경우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오현탁 , 허영길 , 김종만 (2005)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며 ,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을
밝혀냈다 . 윤정선 , 김유라 (2015)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기관투자자
가 기업 내부통제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 , 투자기간이 길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박헌준 , 신현한 , 최완수 (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 및 경영지
배목적의 주식보유금지 등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나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
지만 ,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기법 전수 , 생산기술 이전 등의 직접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대리인비용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연 , 김현동 (2019)의 연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 -년도 데이터 3,404개를 대
상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이 투자 대상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해당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단기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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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 투자대상기업의 성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더 관심이 있는 등의 원인이 있다 . 도헌수 ,
이상철 , 이윤근 (2018)의 연구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거래소 상장 2,326개의 기업 -년도 자료를 살펴
본 결과 , 투자기간이 길수록 회사채신용등급상승과 경영자 이익조정 감소로 이어지며 ,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감시역할이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Bena et al.(2017)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0개국의 30,592회사 , 181,173개의 기업 -년도 표본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감시가 고정

자본 , 혁신 , 인적 자본에서 장기투자를 증진하는지 살펴보았다 . 검증결과 , 외국인기관투자자가 유 ·무형 , 인적 자
본에 대한 장기투자로 이어지며 , 특허와 같은 혁신성과창출 , 회사운영의 국제화 , 기업 가치 등의 상승으로 이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Borochin, Yang(2017)는 기관투자자를 헌신적인 기관투자자와 일시적인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이들이 기업가치측정오류 , 기업지배구조 , 기업가치 ,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표본은 미
국의 11,116개 회사의 236,025개의 회사 -분기 관측치이며 , 분석결과 헌신적인 기관투자자일수록 측정하는 데
있어 적은 오류를 범하고 , 지배구조와 성과 측면에서도 훨씬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Dyck et al.(2019)는 기
관투자자가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 (E&S performance)창출에 기여하는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1개국
3,277개의 회사를 표본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 분석결과 , 네덜란드와 같이 E&S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국가의 기관투자자들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 미국과 같은 E&S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국
가의 기관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Lin, Fu(2017)의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의
2,465개의 회사와 18,698개의 관측치를 표본으로 하여 기관투자자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고

분석결과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모든 기관투자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 압박에 예민하
지

않은 (pressure-insensitive)

외국인투자자와

대량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압박에

예민한

(pressure-sensitive), 국내기관투자자와 소량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ornett et al., 2007; Firth et al., 2016).
한편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다 . Ming et al.(2018)의 연구는 기관투자
자가 기업성과와 CEO 보상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말레이시아 3,584 기
업 -년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 기관소유가 기업성과와 CEO 보상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가 효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 기관투자자를 현지와 해외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기관투
자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
기관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Mehrani, Moradi, Eskandar, 2017), 그 역할도 스
튜어드십코드 ,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 감시역할 등 다양하다 . 기관투자자의 유형 , 투자기간 , 기능 , 역할 등 다양한
기존연구가 존재하며 , 기관투자자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국내 해외 문헌 모두 긍정
적인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며 , 기업의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조성훈 (2005)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대 투자자이며 대부분 기업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 국민연금이 대주주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내에서 수탁
자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강성원 (2011)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의결권행사능력 , 유인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의결권행사능력의 제약 이유는 2가지
가 있는데 첫째 ,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의 제약으로 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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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둘째 ,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어 , 기금직원들에게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강성원 (2011)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유인구조에 대
한 문제는 개별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주인 -대리인 문제 ,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간의 주인 -대리인
문제 , 즉 2중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국민연금의 특성상 전국민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쓸 유인이 부족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CalPERS처럼 확정
기여형 기금 도입 등의 방법도 있지만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원칙 때문에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
리라는 실효성이 없다 . 따라서 강성원 (2011)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통한 고급인력확보
와 전 국민 강제가입원칙 폐지를 통한 소비자선택강화를 주장하였다 . 윤창현 (2011)은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주의
를 따라서 기업의 경영을 통제할 경우 주가 상승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였
다 . 또한 ,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남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Â연
금사회주의 Ê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
양균 (2011)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사기업의 공기업화 , 국민연금지배구조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운
용기금 정치적 이용 ,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변경 , 의결권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에 대한 중립투표 , 국민
연금 민영화 등을 주장하였다 . 이병기 (2013)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영향력이 점
점 커지고 , 의결권 행사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생길 뿐만 아니라 , 우리나라의 경우 , 특정 이익집단이나 정부가 국
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10%룰 도입을 통한 국민
연금 민간기업 지배금지 , 국민연금 민영화 및 분할운용 등을 제시하였다 . 안택식 (2012)은 국민연금의 대기업지
분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강조되고 있지만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참여정도가 부족하다고 주
장하였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기금에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정치권의 개
입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해외 주요 연기금 중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연기금으로 적극적으로 투
자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기업지배구조개선 활동과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진성 , 2005).
CalPERS는 주주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기금으로 1984년 Â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Ê 창설 시

주요 참가자이기도 하였다 (Smith, 1996). 또한 , CalPERS는 기업지배구조뿐만 아니라 , 온실가스배출 , 자동차 연
료 효율성 , 노사협상과 같은 다양한 이슈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Barber, 2007).
글로벌 보험중개사인 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CalPERS는 추정 총자산 3,768억 달러로 5,732억 달러인
4위 국민연금에 이어 Top 20 연기금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WillisTowersWatson, 2019). 또한 , 2009년

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국민연금은 5.51%로 8.6%인 미
국 CalPERS보다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준호 , 2019).

5. 가설제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항용 (2017)의 연구는 국민연금
지분율과 기업투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제조
업 기업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였고 , 표본의 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1,847개의 기업과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1,864개의 기업을 합한 3,7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모형은 Tobin의 Q모형
과 Gala, Gomes, Liu(2019)의 GG모형을 사용하였으며 , 추정방법은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
다 . 변수는 국민연금 지분율 , 투자율 , 현금흐름 , Tobin의 Q, 유형자산 , 매출액 등으로 하였다 . 분석결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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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분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 기업의 성장성 , 수익
성 , 유동성 , 부채비율같은 재무변수를 추가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분
율이 기업의 유형자산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1.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유형자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또한 기업의 재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음의 연구들은 기업의 지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 김미란 , 권일숙 , 설원식 (2014)의 연구에서는 전국경제
인연합회 (전경련 )에서 2005~2010년 동안 조사한 Â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Ê에 등록된 기업 중 기부프로그
램을 명목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 재무자료와 지배구조자료가 존재하는 797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기업
의 지배구조 , 사회공헌활동 ,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 분석결과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은 기부금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 또한 이 기부금지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ROA(총자산수익률 ), ROS(매출
액수익률 )에 장 ·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식 , 위정범 (2019)의 연구는 기업
의 기부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상장된 705개의 기업 , 18,330개의 기업 -년
도 관측치를 표본으로 하였다 . 해당 연구는 기업 규모 , 광고비 지출 , 기업의 소유구조 등이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 기관투자자의 소유
지분은 기부금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 많은 기부금을 지출하는 기업들이 적은 기부금을 지
출하는 기업들보다 ROA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김대룡 , 임기수 (2011)의 연구는 소유구조가 건설업과 제조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 표본은 2007년 말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금융업을 제외한 601개 기업들 중
표본 기간 동안 상장되지 못한 기업 115개와 분석에 필요한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힘든 기업 155개를 제외한
331개의 기업을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 그 결과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증가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과는

다르게 ROA등 경영성과에 음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 남현정 , 박춘광 (2014)의 연구는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기관투자자가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67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 선정된
기업들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 및 회계자료를 추출하였다 . 해당연구는 기관투자자를 투자기업
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압력에 민감한 기관투자자와 투자기업과 비즈니스 관계와는 무관하게 기
업가치만을 고려하는 압력에 둔감한 기관투자자로 분류하고 , 위 두 종류의 투자자들을 독립변수로 , Tobin의 Q
를 종속변수로 하여 둘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 그 결과 압력에 민감한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Tobin의
Q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 압력에 둔감한 기관투자자는 Tobin의 Q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냈다 . 이상철 , 이수준 (2016)의 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 해당 연구에서는 외
부대주주로서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을 갖고 있다
고 가정하고 , 이런 기관투자자의 존재가 기업가치에 주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 외부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할 때 , 기업가치가 높아진다고 가정하였으며 , 종속변수인 기업가치는 Tobin의 Q,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Market－ to－ Book)로 측정하였다 . 2003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들에 대한 6,550

개 기업 -년도 관측치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했고 ,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니라 기관투자자로서 피
투자회사의 지분을 5%보다 많이 보유한 외부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 기업가치가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외부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감시활동
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 김영숙 , 이재춘 (2000)의 연구에서 1996년 말
기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16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검증
한 결과 , 기관투자자지분율이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 (MBR)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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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 김주현 (1992)의 연구에서는 Tobin의 Q로 기업가치를 측정하여 소유경영자지분과 기
업가치간의 관계를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상장된 26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외부대주주인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Mehran(1995)
의 연구에서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15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외부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TobinÊ Q 및 자산이익률 등을 통해 추정한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 대부분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기업이 재무성과에 직 · 간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지분율도 기업의 재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2.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양 (+)의 영향을 줄 것이다 .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관련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김미란 ,
권일숙 , 설원식 (2014)의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이용해 검
증하였다 . 방법론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 변수 중 사회공헌활동은 기부금으로 측정하였으며 , 기업의 지
배구조는 기업 내 최대주주 , 기업 외부에 있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대주주로 측정하였다 . 분석결과 기업의 지
배구조는 기부금 지출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중에서 최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부금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 , 프로그램기부금 지출의 경우 , 기관투자자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기부금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 외국인 대주주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다 . 현금기부금 지출의
경우 외국인대주주 지분율과 유의미한 음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반면에 , 김종성 , 홍정화 , 김완희 (2008)의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부금 지출수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표본은 2005년 12월 말 기준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 1988년부터 연속으로 상장되었으며 ,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제조기업 418개 기업으
로 하였다 . 방법론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검증결과 대주주와 외국인지분율의 증가는 각각 기업의 기부금지
출에 양 (+)과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기관투자자와 소액투자자 지분율 증가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식 , 위정범 (2019)의 연구는 기업의 기부금지출을 결
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상장된 705개의 기업과 18,330개의 기업 -년도 관측치
를 표본으로 하였고 방법론은 2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결과 , 기관투자자는 경영자의 자발적인 기부
금지출과 관련이 없는 반면 , 외국인투자자는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는 경영자 감시를 통해 기부금 통제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 강형구 , 전상경 (2011)의 연구는
1981~2008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618개의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내부자

지분율이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반면 ,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 Brown, Helland, Smith(2006)은 1998년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을 대상으
로 기업특성 , 가치향상변수 , 기부금액 , 대리인 및 감시 변수들이 기업의 현금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
시장가대비 장부가 비율 , 사내이사 비율은 현금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 부채비율 , 대주주 지분율은 현금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 기관투자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Baysinger, Kosnik,
Turk(1991)의 연구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Fortune 500대 기업 중 176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지

분율과 직원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
을수록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해영 , 이재춘 , 신범철 (2010)의 연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38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Step Tobit 추정 방법을 진행한 결과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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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분율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김경묵 (2003)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 159개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소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와 한국신용
평가정보 (주 )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기관투자자의 지분율과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이유는 펀드매니저와 같은 기관투자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성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이득을 목표로 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투자
자의 경우 연구개발과 같은 기업 내 자체 투자를 선호하고 , 투자펀드사와 같은 사적 기관투자자는 외부에서 기
술을 인수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Hoskisson et al., 2002). 위의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설 3.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 표본 및 방법론
1. 표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표본에 대한 설명은 <표 7>과 같다 . 표본은 국민연
금기금 지분율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기업의 공시자료를 출처로 하며 KIS-Value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추
출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율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 내부자료가 이용되었다 . 내부자료
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거래소코드 , 회사명 , 보유주식 수를
포함한다 . 이를 이용해 본 연구는 지분율을 측정하기 위해 각 기업이 해당연도에 보유한 전체 주식수를
KIS-Value로부터 추출하여 이를 분모로 나누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업은 시간을 거치면서 기업명이 변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거나 혹은 폐업이 된 경우
가 존재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표본이 다를 수밖에 없다 . 특히 , 국
민연금기금은 주식종목이 2006년 130개에서 2007년 614개로 급등하게 되어 , 분석에 포함되는 패널표본은 상당
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 본 연구에 포함된 몇몇 변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의 의무를 지니지 않게 된 것
들도 있어서 불균형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 예를 들어 경상연구개발비 , 이자비용 ,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
다.
불균형패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패널분석기법 중 Pooled OLS, Random Effect Model(임의효과모
형 ), Fixed Effect Model(고정효과모형 )을 모두 측정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Fixed Effect Model을 결정하였
다 .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Hausm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 두 Model을 비교한 결과 ,
0.0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대부분 유

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패널의 균형이 차이가 덜한 200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분
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모형설계 및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Q모형에 입각하여 금융시장의 변화와 현금흐름을 함께 측정하는 방식을 먼저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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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했다 .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Q모형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 투자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정도와 향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
고 있다 .
<표 1> 표본자료 구성 및 출처
변수

설명

표본기간

출처

IK

유형자산/총자산

2002-2018

KIS-Value

IK2

(+감가상각비)/유형자산

2002-2018

KIS-Value

ROA

당기순이익/자산총계

2002-2018

KIS-Value

ROS

당기순이익/매출액

2002-2018

KIS-Value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2002-2018

KIS-Value

DPR

배당성향

2002-2018

KIS-Value

DR

기부금/매출액

2002-2018

KIS-Value

RDR

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

2002-2018

KIS-Value

ER

수출합계/(수출합계 + 내수합계)

2002-2018

KIS-Value

OWN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 수/총 주식수

2002-2018

내부자료

Q

(보통주의 시가총액 + 부채총액)/총자산

2002-2018

KIS-Value

CF

(경상이익 + 이자비용)/유형자산

2002-2018

KIS-Value

K

ln(총자산)

2002-2018

KIS-Value

K2

(ln(총자산))2

2002-2018

KIS-Value

YK

ln(매출액/총자산)

2002-2018

KIS-Value

YK2

(ln(매출액/총자산))2

2002-2018

KIS-Value

DA

부채/총자산

2002-2018

KIS-Value

이러한 Q모형은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설득
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 하지만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투자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에 대해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내부자금
의 기회비용보다 그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금융적으로 제약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
다 . 이러한 내외부자금 조달에 있어서 Tobin의 Q모형을 수정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면
서 현금흐름을 기업의 금융조달 방법 중 하나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즉 , 수정된 Q모형이라 일컫
는 현금흐름 모형은 모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도 이러한 수정된
Q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ln          
Note: i = 개별기업 , t = 시기 (연도 ), Y = IK, Q = TobinÊs Q, CF = 현금 흐름 , OWN = 국민연금지분 , μ  = 기업

효과 (firm effect), μ = 시간효과 (time effect)
여기에서 사용된 Y는 (I/K)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 i의 t시점에서의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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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Qit는 t시점에서의 TobinÊs Q를 나타내며 측정방식은 기업 i의 t시점에서 총자산에서 기업이 보유한 보통주
의 시가총액과 부채총액을 나눈 값이다 . CFit는 기업 i의 t시점에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 현금흐름은 경상이익
과 이자비용을 더한 값을 총자산으로 유형자산으로 나누었다 . OWNit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로 기업 i의 t시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보통주를 전체 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 는 기업효과로 표본이 되는 개별기업
마다 가지는 고유한 영향력이며 는 시간효과로 측정되는 시점과 시점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
Q모형은 실제 기존 실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측정방식이 연구자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그 추정오차도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 Gala and Gomes (2016)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투자 정책 기
능을 추정하였다 . 정책적 기능은 동적 투자 Model(dynamic investment model)의 주요 예측을 쉽게 추정하고 요
약할 수 있다 . GG모형은 Tobin의 Q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기
업 연구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 또한 Tobin의 Q와 달리 투자 정책 기능이 기업 투자 변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을 보여주었다 . 따라서 동적 투자 Model을 평가하고 추정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확고한 투자 거동
에 대해 우수한 특성 (자산가격 미사용 )을 사용하여 간접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와 일반 조
정 비용 함수를 특징으로 하는 투자 구조 Model의 심층 변수로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GG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ln          
Note: i = 개별기업 , t = 시기 (연도 ), Y = IK, Q = TobinÊs Q, CF = 현금 흐름 , OWN = 국민연금지분 , μ  = 기업

효과 (firm effect), μ = 시간효과 (time effect)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값은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IK는 평균이
0.32, 표준편차가 0.23으로 나타났으며 , 범위는 최솟값 0.00부터 1.10으로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 반면 , 유형자산의 변동분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유형자산으로 나눈 IK2의 경우 평균 0.14, 표준편차 0.58,
최솟값 -1.15, 최댓값 4.34로 IK에 비해 평균값은 낮지만 범위가 넓고 , 음의 값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
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3가지 지표 ROA(당기순이익 /자산총계 ), ROS(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ROE(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중 평균값은 ROE가 0.05로 가장 크며 ROA(0.04), ROS(0.01)순으로 나타났다 . 표준편차는
ROS(0.36), ROE(0.29), ROA(0.11) 순으로 나타났다 . 배당성향을 의미하는 DPR의 경우 평균 16.77, 표준편차
26.69, 최솟값 0.00, 최댓값 165.83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부금을 매출액으로 나눈 DR은

평균 0.00, 표준편차 0.01, 최솟값 0.00, 최댓값 0.60으로 변수값들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연구개발
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RDR의 경우 평균 0.01, 표준편차 0.08, 최솟값 0.00, 최대값 7.62이며 역시 양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 ER(수출합계 /(수출합계 +내수합계 ))의 경우 평균 0.26, 표준편차 0.30, 최솟값 -0.01, 최댓값
1.87로 나타났으며 . 변수의 최소값이 음이긴 하지만 , 평균 , 표준편차 , 범위 등을 통해 양의 값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 수를 총 주식수로 나눠 국민연금 지분율을 나타내는 OWN은 평균 0.01, 표
준편차 0.03, 최솟값 0.00 최댓값 2.01로 모든 지분율은 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 Tobin의 Q를 나타내는 Q((보
통주의 시가총액 + 부채총액 )/총자산 )는 평균 1.43, 표준편차 1.31, 최솟값 0.40, 최댓값 9.62로 Tobin의 Q 값은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이익과 이자비용을 더하고 유형자산으로 나눈 CF값의 경우 평균 12.70, 표
준편차 68.42, 최솟값 -2.42, 최댓값 603.28로 표준편차와 최댓값이 여러 변수들 중 2번째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
총자산을 자연로그로 취한 K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자연로그를 취한 YK를 비교했을 때 K는 평균 , 표
준편차 , 범위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 YK는 최솟값이 -10.06으로 음의 값을 포함하지만 평균 1963.03,
표준편차 6641.34, 최댓값 55202.26으로 그 값이 모든 변수들 중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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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으로 나눈 DA으로 경우 평균 0.42, 표준편차 0.22. 최솟값 0.03, 최댓값 1.00으로 양의 값을 가지지만 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
<표 2> 기초통계분석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IK

0.32

0.23

0.00

1.10

IK2

0.14

0.58

-1.15

4.34

ROA

0.04

0.11

-0.53

0.32

ROS

0.01

0.36

-2.38

0.93

ROE

0.05

0.29

-1.67

0.95

DPR

16.77

26.69

0.00

165.83

DR

0.00

0.01

0.00

0.60

RDR

0.01

0.08

0.00

7.62

ER

0.26

0.30

-0.01

1.87

OWN

0.01

0.03

0.00

2.01

Q

1.43

1.31

0.40

9.62

CF

12.70

68.42

-2.42

603.28

K

25.77

1.79

17.23

33.39

YK

1963.03

6641.34

-10.06

55202.26

DA

0.42

0.22

0.03

1.00

<그림 1>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 수 (지분율 0% 초과 및 5% 이상 비교 , 금융업제외 )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0% 초과인 기업과 5% 이상인 기업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인 이상인 기업은 10개 이하인 반

면 , 2007년부터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업의 수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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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 (663개 ), 2017년 (655개 ), 2016년 (633개 ), 2014년 (628개 ), 2018년 (619개 ) 순
으로 나타난 반면 ,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의 수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이 238개로 가장 많았고 , 2015년 (230
개 ), 2016년 (225개 ), 2013년 (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

Ⅳ. 실증결과
1. 유형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업 제외)
국민연금이 종속변수인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IK에 미치는 영향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Model 1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0인 기업까지 모두 포함시킨 전체표본이며 Q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Tobin의
Q와 전체표본을 포함시켰을 때 Tobin의 Q의 시차값인 L.Q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반면 ,

현금흐름인 CF와 국민연금지분인 OWN의 시차값인 L.CF와 L.OWN은 각각 -0.04와 -0.07이며 , 유의수준 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R2 값은 0.0135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Model 2에서 다루었으며 , L.Q와 L.CF는 각각 계수 0.02, -0.0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
L.OWN은 계수 -0.10,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추정되었다 . R2 값은 0.0297로 추정되었다 . Model
3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2009년부터의 경우만을 다루었다 . 검증결과 L.Q와 L.CF는 각각 계

수 0.02, -0.01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L.OWN의 계수는 -0.06이며 ,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Model 3 에서의 R2 값은 0.0107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분 보
유비율이 0을 초과하면서 2015년 이후의 값을 조사한 Model 4에서 L.Q, L.CF, L.OWN의 계수값은 -0.02, 0.01,
-0.01로 ,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 R2 값은 0.000972로 나타났다 .
<표 3>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유형자산투자 (Q 모형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WN>0
Year>2015

(Dependent=IK)

Full

OWN>0

OWN>0
Year>2008

L.Q

-0.01

0.02

0.02

-0.02

(-0.97)

(0.82)

(0.73)

(-0.30)

L.CF

-0.04***

-0.04

-0.01

0.01

(-3.43)

(-1.64)

(-0.55)

(0.19)

-0.07***

-0.10***

-0.06***

-0.01

(-6.25)

(-5.84)

(-2.81)

(-0.16)

N

4899

1756

1206

356

L.OWN

ll

4400.2

2124.9

1646.4

700.8

df(m)

808

566

439

191

R2

0.0135

0.0297

0.0107

0.000972

adjusted R2

-0.181

-0.432

-0.556

-1.163

within R2

0.0135

0.0297

0.0107

0.000972

overall R2

0.0177

0.0209

0.00601

0.0198

between R2

0.0179

0.0367

0.00837

0.0247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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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유형자산투자 (Q 모형 : CF 제외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IK)

Full

OWN>0

OWN>0
Year>2008

OWN>0
Year>2015

L.Q

-0.02***

-0.01

-0.00

0.05**

(-2.87)

(-0.58)

(-0.22)

(2.01)

-0.11***

-0.11***

-0.06***

0.02

(-15.02)

(-12.22)

(-5.89)

(1.12)

N

13007

6319

5213

1768

ll

10133.7

6146.4

5765.0

3005.4

df(m)

1094

1046

990

757

R2

0.0207

0.0283

0.00852

0.00633

adjusted R2

-0.0692

-0.165

-0.224

-0.738

within R2

0.0207

0.0283

0.00852

0.00633

overall R2

0.00166

0.00109

0.0000490

0.0128

between R2

0.000183

0.000296

0.000103

0.0143

L.OWN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표 4>에서 변수 L.CF를 제외한 표본에 대하여 Q모형에 의한 투자함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10>에 나와있

다 . 종속변수는 동일하게 IK이고 ,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Model 1에서의 L.Q 값은 계수 -0.02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p < 0.01). L.OWN도 계수 -0.11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이때 R2 값은
0.0207로 추정되었다 . 국민연금 지분율이 0을 초과한 표본만 고려한 Model 2에서는 L.Q 값은 -0.0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지만 , L.OWN은 -0.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p < 0.01). Model 2에서의 R2 값은
0.0283으로 계산되었다 .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2008년 이후의 값만을 추정한 Model 3에서 L.Q

값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으나 L.OWN 값은 -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p < 0.01). R2 값은 0.00852로 추정되었다 . Model 4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2015년 이후 만
을 고려하였는데 L.Q 값이 0.05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 L.OWN은 계수
0.02이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 R2 값은 0.00633으로 추정되었다 .
<표 5>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이 0% 이상인 표본에 재무변수를 추가하여 GG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 . 종속변수는 <표 12>와 동일한 IK이다 .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Model 1에서는 총 자산에 자연
로그를 취한 lnK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L.Q, L.OWN, lnK2, YK, YK2, L.DPR,
L.ROE가 계수 -0.02, -0.08, -0.38, 0.38, -0.68, -0.01, 0.01로 , 음의 계수가 대다수이며 전체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 R2 값은 0.192로 추정되었다 .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지분비율이 0 초과인 표본을 대
상으로 한 Model 2는 Model 1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 Model 1에서 유의미했던 L.Q와 L.ROE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 다른 유의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성이 Model 1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Model 2에서의 R2 값은 0.151로 추정되었다 .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율이 0을 초과하는 표본들 중
2008년 이후의 값만 포함하는 Model 3의 경우 Model 2와 비교했을 때 lnK와 lnK2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 R2 값은 0.125로 추정되었다 . 2015년 이후의 기간에서 국민연금이 기업 지분의 0%를 초과한 표본들
을 조사한 Model 4에서는 다른 Model들과 비교했을 때 L.Q와 L.OWN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 양의 값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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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 lnK가 음의 계수로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L.ROE의 경우 Model 2와 3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
Model 4에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R2 값은 0.328로 추정되었다 .
<표 5>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유형자산투자 (GG 모형 : 재무변수 삽입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ependent=IK)

Full

OWN>0

OWN>0
Year>2008

OWN>0
Year>2015

L.Q

-0.02**

-0.00

-0.00

0.01

(-2.13)

(-0.30)

(-0.20)

(0.62)

-0.08***

-0.09***

-0.08***

0.00

(-9.90)

(-8.69)

(-6.94)

(0.18)

0.28

0.55***

0.42

-0.59

(1.49)

(2.68)

(1.14)

(-0.76)

-0.38*

-0.59***

-0.30

1.53*

(-1.89)

(-2.82)

(-0.79)

(1.92)

0.38***

0.31***

0.29***

0.21***

(21.95)

(12.79)

(11.12)

(6.05)

-0.68***

-0.56***

-0.50***

-0.49***

(-34.95)

(-20.68)

(-17.42)

(-11.20)

-0.01**

-0.03***

-0.04***

0.01

(-2.09)

(-3.31)

(-4.08)

(0.58)

0.01**

-0.01

-0.01

-0.05***

(1.97)

(-0.59)

(-1.12)

(-4.02)

N

8618

4828

3891

1305

ll

8694.7

5457.2

5036.9

2570.3

df(m)

967

857

795

592

R2

0.192

0.151

0.125

0.328

adjusted R2

0.0902

-0.0329

-0.0991

-0.231

within R2

0.192

0.151

0.125

0.328

overall R2

0.320

0.321

0.352

0.107

between R2

0.382

0.387

0.396

0.0915

L.OWN

lnK

lnK2

YK

YK2

L.DPR

L.ROE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2.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obin의 Q모형과 Gala and Gomes모형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재무변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항용 , 2017). 따라서 , 기업의 수익
성을 나타내는 ROA(Return on Asset), ROE(Return on Equity), Return on Sales(ROS)를 추가하였다 . 국민연금
의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비율이 0%를 초과하는 표본들을 Q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4>에 나와 있다 .
ROA를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1에서의 L.Q, L.CF, L.OWN 모두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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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L.OWN은 음의 계수인 -0.09인 것으로 나타났다 . R2 값은 0.0290으로 추정되었다 . 종속변수로 ROE
를 가지는 Model 2는 Model 1과 유사하게 3가지 변수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 L.OWN 역시 음
의 계수인 -0.07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Model 2에서의 R2 값은 0.0171로 나타났다 . Model 3는 ROS를 종
속변수로 하였다 . Model 3는 Model 1~2와 달리 모두 양의 값이 계수로 추정되지만 , L.CF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고 , R2 값은 0.00501로 나타났다 . Model 4~6은 Model 1~3과 달리 L.CF 변수를 제외하였다 . 분석결과 L.Q
는 Model 4~6 모두 양의 계수를 가지고 ,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L.OWN의 경우 Model 4~5에
서 음의 계수를 가지지만 1% 수준에서 유의미한 반면 , Model 6에서 양의 계수를 가지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Model 4~6의 R2 값은 각각 0.0309, 0.0150, 0.00337으로 나타났다 .
<표 6>과 동일한 조건에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지분비율이 5% 이상인 표본들을 Q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드러나 있다 . 자산총계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무성과인 ROA를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1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L.CF만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 R2 은 0.00645로 추정되었다 . 종속변수로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무성과인 ROE를
가지는 Model 2에서는 L.Q, L.CF, 그리고 L.OWN의 값이 각각 -0.03, 0.07, -0.0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추정되었고 , R2 은 0.00323으로 나타났다 . Model 3에서의 종속변수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
을 보여주는 재무성과인 ROS다 . Model 3에서 L.OWN만 0.12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 R2 은
0.0135로 나타났다 . Model 4~6은 Model 1~3의 표본에서 독립변수 L.CF를 제외한 표본으로 , Model 6에서의
L.OWN만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 R2 은 Model 4, Model 5, Model 6에서 각각 0.0224, 0.0120, 0.00649로 나타났다 .

<표 6>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재무성과 (Q 모형 : 지분율 0% 초과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Dependent)

ROA

ROE

ROS

ROA

ROE

ROS

L.Q

0.09**

0.10**

0.03

0.22***

0.16***

0.07***

(2.25)

(2.16)

(0.80)

(11.83)

(7.72)

(3.85)

0.15***

0.13***

0.07**

(4.21)

(3.13)

(2.09)

-0.09***

-0.07**

0.01

-0.09***

-0.09***

0.02

(-3.23)

(-2.14)

(0.48)

(-6.73)

(-5.46)

(1.27)

N

1756

1756

1753

6325

6325

6316

ll

3148.5

1452.8

1938.8

9842.8

4286.4

1462.1

df(m)

566

566

566

1045

1045

1044

R2

0.0290

0.0171

0.00501

0.0309

0.0150

0.00337

adjusted R2

-0.433

-0.451

-0.470

-0.161

-0.180

-0.194

within R2

0.0290

0.0171

0.00501

0.0309

0.0150

0.00337

overall R2

0.0448

0.0231

0.0204

0.0110

0.00551

0.00000193

between R2

0.0394

0.0220

0.0148

0.00951

0.00562

0.0451

L.CF

L.OWN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 318 |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표 7>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재무성과 (Q 모형 : 지분율 5% 이상 )
Variable
(Dependent)

Model 1
OWN>5
ROA

Model 2
OWN>5
ROE

Model 3
OWN>5
ROS

Model 4
OWN>5
ROA

Model 5
OWN>5
ROE

Model 6
OWN>5
ROS

L.Q

-0.01

-0.03

-0.00

0.19***

0.13***

0.09***

(-0.07)

(-0.26)

(-0.03)

(5.12)

(3.17)

(2.74)

L.CF

0.09

0.07

0.00

(1.18)

(0.73)

(0.03)

-0.02

-0.03

0.12*

-0.08***

-0.08***

0.03

L.OWN

(-0.38)

(-0.46)

(1.79)

(-3.38)

(-3.16)

(1.37)

N

414

414

413

1995

1995

1991

ll

863.9

454.6

503.2

3575.2

1901.1

1209.1

df(m)

177

177

177

455

455

455

R2

0.00645

0.00323

0.0135

0.0224

0.0120

0.00649

adjusted R2

-0.739

-0.744

-0.730

-0.267

-0.280

-0.288

within R2

0.00645

0.00323

0.0135

0.0224

0.0120

0.00649

overall R2

0.0555

0.00487

0.00209

0.0638

0.0375

0.0228

between R2

0.0538

0.0136

0.000166

0.0305

0.0225

0.00341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표 8>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전략적 상황 (Q 모형 : 지분율 0%, 5% 변화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OWN=0

OWN=5

OWN=0

OWN=5

OWN=0

OWN=5

(Dependent)

DR

DR

RDR

RDR

ER

ER

L.Q

0.01

0.05

0.05

-0.01

0.04**

-0.00

(0.39)

(0.38)

(0.88)

(-0.20)

(2.19)

(-0.11)

-0.01

-0.19*

-0.19***

-0.06

-0.00

0.01

(-0.19)

(-1.72)

(-2.70)

(-0.73)

(-0.03)

(0.47)

-0.00

0.04

-0.03

0.00

0.03**

0.02

(-0.11)

(0.52)

(-0.66)

(0.07)

(2.19)

(0.86)

N

1544

345

506

120

1320

273

ll.

7867.86

1712.14

1419.34

465.53

-4509.85

-822.88

df(m)

513.00

158.00

202.00

61.00

457.00

129.00

R2

0.00

0.02

0.03

0.01

0.01

0.01

adjusted R2

-0.50

-0.82

-0.62

-1.03

-0.51

-0.89

within R2

0.00

0.02

0.03

0.01

0.01

0.01

overall R2

0.00

0.00

0.01

0.00

0.00

0.01

between R2

0.00

0.04

0.01

0.01

0.00

0.02

L.CF

L.OWN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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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지출과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비율이 각각 0%, 5%일 때 기업의 전략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Q 모형으
로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 종속변수는 기부금을 매출액으로 나눈 DR, 경상연구개발비를 매출액
으로 나눈 RDR, 수출합계를 수출합계와 내수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눈 ER이다 .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비율이
0%이고 , D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1에서는 모두 0에 가까운 계수값을 가지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 이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없고 DR이 종속변수일 때 효과가 크게 없는 것을 의미한다 . Model 1에서의
R2 은 0.00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의 보유지분비율이 5%이고 , D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2에서는 L.CF

가 음의 계수를 가지며 10%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 L.Q와 L.OWN의 경우 양의 계수를 가지지만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국민연금보유지분율이 높아질 때 L.CF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지고 L.Q와
L.OWN의 값은 계수값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 R2 은 0.02로 추정되었다 . 국민연금 지분율이 0%이며
RD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3에서도 L.CF는 음의 값을 가지며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 L.Q와
L.OWN은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며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Model 3에서의 R2 은 0.03으로 나타

났다 .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비율이 5%이고 , RD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4에서는 L.Q와 L.CF는 음의 값
을 나타내고 , L.OWN은 양의 값을 나타낸다 . Model 4에서의 모든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고 , R2 은 0.01로 나타났다 . 종속변수가 RDR이며
국민연금 지분율이 변화할 때 L.Q의 계수값은 낮아졌으며 , L.CF의 계수값은 높아졌다 . 특히 L.CF는 지분율
이 0%일 때 유의미한 반면 5%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비율이 0%이고 , E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5에서는 L.Q와 L.OWN이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 L.CF
는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R2 은 0.01로 추정되었다 . 국민연금지분보
유비율이 5%이고 , ER을 종속변수로 가지는 Model 6에서는 L.Q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 L.CF와 L.OWN은 양의
값을 나타내며 , 모든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Model 5와 Model 6를 비교했을 때 L.Q와
L.OWN은 지분율 0%에서 유의미하였지만 , 5%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Model 6에서의 R2 은 0.01로 추정되었다 .
<표 9>는 국민연금 지분율과 전략적 상황의 관계를 GG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 종속변수가 각

각 DR2(기부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RDR2(경상연구개발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 ER2일 때 , 독립변수들이
전략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값이 나타나 있다 . Model 1은 종속변수가 DR2, Model 2는 종속변수가
RDR2, Model 3는 종속변수가 ER로 설정되어 있다 . 보통주의 시가총액과 부채총액을 합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

눈 Q의 시차값인 L.Q가 Model 1과 Model 2에 대해 가지는 계수는 각각 0.14와 0.05로 전체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 Model 3에 대한 계수는 -0.02로 음의 값을 가지지만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 경상이익과 이자비용을 합한 값을 유형자산으로 나눈 CF의 시차값인 L.CF와 국민연금 보유주식 수를
총 주식수로 나눈 OWN의 시차값인 L.OWN은 Model 3에 대해서만 각각 -0.04와 -0.03으로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L.lnK와 L.lnK2은 모두 Model 2에 대해서는 10% 수
준의 유의성을 , Model 3에 대해서는 0.1% 수준의 유의성을 보여준다 . 이때 , L.lnK는 Model 2에 대해서 계수값
-0.98로 음의 값을 가지고 , L.lnK2은 Model 3에 대해서 계수값 -2.04로 음의 값을 가진다 . L.YK는 어떤 Model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를 보여주고 , L.YK2은 Model 3에 대해서만 계수값 0.02로 10%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배당성향을 나타내는 DPR의 시차값인 L.DPR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 했고 ,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DA의 시차값인 L.DA는 Model 2에서만 계수값 -0.04로 5% 수준에서 유
의미한 추정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R2 값은 Model 1에서 0.04, Model 2에서 0.01, Model 3에서 0.02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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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정효과 -국민연금기금 지분율과 전략적 상황 (GG 모형 )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pendent

DR2

RDR2

ER2

L.Q

0.14***

0.05**

-0.02+

(10.49)

(2.93)

(-1.81)

-0.01

-0.02

-0.04***

(-1.04)

(-1.25)

(-4.41)

0.00

-0.02

-0.03***

(0.08)

(-1.23)

(-4.14)

-0.19

-0.98+

1.95***

(-0.65)

(-1.86)

(10.19)

-0.15

1.01+

-2.04***

(-0.50)

(1.80)

(-10.10)

-0.00

0.00

0.01

(-0.29)

(0.00)

(0.74)

0.02

0.02

0.02+

(1.47)

(0.93)

(1.66)

-0.01

0.00

0.00

(-0.56)

(0.06)

(0.38)

-0.01

-0.04*

0.01

(-0.48)

(-1.97)

(1.50)

Observations

9086

2901

10567

Log-Likelihood

46025.13

8130.94

5323.71

df(m)

985.00

460.00

1020.00

R2

0.04

0.01

0.02

adjusted R2

-0.08

-0.18

-0.09

within R2

0.04

0.01

0.02

overall R2

0.00

0.09

0.00

between R2

0.00

0.17

0.00

L.CF

L.OWN

L.lnK

L.lnK2

L.YK

L.YK2

L.DPR

L.DA

Notes: (1)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3) * p < 0.1, ** p < 0.05, *** p < 0.01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분이 기업의 재무성과 , 전략적 상황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
다 . 기관투자자에 대한 기존문헌을 살펴본 결과 , 기관투자자의 유형 , 감시역할 ,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 기관투자
자의 투자성과에 대한 문헌들이 존재하였다 . 국내문헌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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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투자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 정규철 ,
조장은 , 2016; 이상철 , 이윤근 , 김주원 , 2017; 이형철 , 2016; 최향미 , 김소형 , 2018). 해외연구는 기관투자자 행동
주의이론과 투자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 특히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 적극적인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v et al., 2018; Farooqi, Jory,
Ngo, 2017; Schmidt, Fahlenbrach, 2017). 이를 통해 국내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다면 , 해외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한 것을 알 수 있다 .
국민연금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본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일반원칙 , 국민연금의 성격 , 주주권 행사 , 국
민연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주행동주의 등의 연구가 있었다 . 김선화 (2017); 김선화 , 정용기 (2012); 정
용기 , 김선화 (2015)의 연구는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
기업의 이익조정 제한의 정 (+)의 영향을 주며 ,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연
기금에 대한 문헌을 살펴본 결과 , CalPERS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 최근에는 미국 내 주 연기금에 관한 연
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dley, Pantzalis, Yuan, 2016; Cox, Schneider, 2010; Hoepner, Schopohl,
2019).

본 연구의 실증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살펴보았다 . 표본은 2002년부터 2018
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공시자료를 KIS-VALUE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는 TobinÊs
Q 응용모형과 Gala and Gomes 응용 모형을 사용하였다 . 분석 결과 Q모형과 GG모형 모두에서 국민연금 지분율

이 유형자산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변수를 추가하였을 때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 또한 , 국민연금기금지분율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지분율이 0%를 초과하였
을 때는 유의미하였지만 , 5%이상 , 10% 이상일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지분율이
전략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기존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
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때 유형자산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와 같이 국민연금
의 지분보유가 유형자산투자와 정 (+)의 관계를 가지는 이론에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기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
본 연구의 실증결과 대부분 분석모형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유형자산투자와 유의미하지 않거나 음 (-)의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 부문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이때 재무성과를 ROE, ROS, ROA로 설정하여 세가지 재무적 변수를 모두 살펴보지
않은 기존연구들에 더 나아가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였다 \(김대룡 , 임기
수 , 2011; 김병호 , 2013; 김영식 , 위정범 , 2019).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면 ,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긍정적 역할과 수익률향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도입되어 2019년 기준 700조 이상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 이처럼 국민연
금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 (stewardship)와 국민연금이 기
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지원기능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의결권 행사능력 , 유인구조 , 국민연금의 핵심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국민연금 기
금 운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강성원 , 2011; 박헌준 , 신현한 , 최완수 , 2004; 안택식 , 2012). 또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률은 5.51%로 8.6%인 미국 CalPERS에 비해 수익률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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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준호 , 2019).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지
속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기관투자자로서
의 긍정적인 영향을 향상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과 유형자산투자의 관계를 Q모형과 GG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 Tobin의 Q, 현금흐름 , 국민연금의 지분율 모두 유형자산투자에 음 (-)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기존연구인 위경우 (2007); 이항용 (2017)의 연구에서 국민연금지분율과 유형자산의
양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한 것과 다르다 .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자산 변동분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유형자산으로 나눈 IK2를 종속변수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하였고 , 유의미한 양의 결과값
을 확인하였다 . 기존의 종속변수인 IK(유형자산 /총자산 )이 유형자산의 증가율을 나타낸다면 , IK2는 변동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IK2변수를 통해 위의 문제를 부분 해결하였지만 ,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위경우 (2007)의 연구에서 대형주만을 대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분율 간의 관계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음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를 더욱 다양하게 설정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자본비용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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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savings of households in the Korean
economy, and in light of the expected increase in the future, the behavioral changes in national pension
payments, funding, and asset management, along with the financial markets, are macroeconomics. It seem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rst half. Increasing the share of the national pension in the stock market
necessarily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corporate decision-making. The national pens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stitutional investor, and its role also varies from stewardship codes, institutional
investor activism, and surveillance role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onnection between the fu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s share in the ownership structure of individual companies on various
financial performances and management behaviors of companies.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an institutional
investor in terms of the public fu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y,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
theoretically has the function of improving management performance by monitoring the agent's agent cos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Q model and the GG model showed that the national pension stak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angible asset investment, and it was the same when adding financial variabl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share on financial performance, i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hen the national pension stake exceeds 0%, but not more than 5% or more than 10%. When
examining the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share on the strategic situation,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m were
not significant.
Key words: National Pension, Institutional Investor, Stewardship Code, Corporate Performance

* The draft of this study was excerpted and revised from “Research on the link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corporate investment,” suppor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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