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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21)
임 현 일 부연구위원 (hilim@cgs.or.kr)

▶ 본고는 감사위원회와 기업의 이익조정의 관계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분석결과 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원사외이사 구성)은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 고민과 관심이
요구됨

전문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의 사례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엔론(Enron Corporation)
사태를 꼽는다. 엔론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회계분식으로 재정상태를 숨겨왔으며, 아서 앤더슨
(Arthur Andersen)은 이에 대한 사실을 묵인하였고 결국 2001년 말 엔론은 파산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 역시 파산하게 되었으며, 엔론 사태는 2002년 서베인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 역시 한보, 대우그룹 등 회계부정과 분식으로 인한 파산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IMF의 파고를 넘은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1999년 상법 개정과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통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1963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된 기존의 감사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감사의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였으며, 대주주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감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21)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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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는 감사에 독립성을 부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와 회계정보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
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이 되며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벗어나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확한 규모를 추산할 수 없으나,
얼마 전 재판부는 3조원대 사기 대출 피해와 4조원대의 분식회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규모가 7조원에 다다른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인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계분식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과연 감사위원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와 회계정보의 불투명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제도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대해 관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1999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한 감사위원회 도입과, 2000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 기업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의무화 하는 것이 실시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본
시장 선진국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및 제도적
미비점들을 핑계로 도입 당시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
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미 상법상으로 감사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국외의 경우 감사위원회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McMullen
(1996)22)은 AMEX와 NASDAQ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은 재무
보고에 대한 주주소송, 분기보고서의 이익수정,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 경영자의 불법행위, 회계
관련 분쟁으로 인한 감사인 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Beasley(1996)23)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회계분식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으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회계분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Menon and Williams(1994)24)는 감사위원회의 사외
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carbrough et
al.(1998)25)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내부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

22) McMullen, D., 1996, “Audit Committee Performance: An Investigation of the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Audit
Committe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pp. 87-103.
23) Beasley, M., 199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 Composition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The Accounting Review」 71, pp. 443-465.
24) Menon, K. and J. D. Williams, 1994, “The Use of Audit Committees for Monitor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pp. 121-139.
25) Scarbrough, D., D. Rama and K. Raghunandan, 1998, “Audit Committee Composition and Interaction with Internal
Auditing: Canadian Evidence”, 「Accounting Horizons」, pp. 51-62.

CORPORATE GOVERNANCE SERVICE･17

오피니언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Abott and Parker(2000)26)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일수록 전문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Carcello and Neal(2000)27)은 감사위원
회의 독립성이 의견거절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감사인을 보호하나, 재무건전성을 지닌 감사위원회는
무관한 것을 확인하였다. Klein(2002)28)은 S&P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비정상 발생액(abnormal accrual)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Bradbury(1990)29)는 이사회의 구성원 수와 계열기업간의 소유지분율이 감사위원회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Beasley and Salterio(2001)30)은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 최소 기준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Vicknair et al.(1993)31)은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로 이
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Xie et al.
(2003)32)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활동성이 기업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CEO 또는 재무경력을 가진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grawal and Chadha(2005)33)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가 존재할 경우 이익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하였다. 또한 Farber(2005)34)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회계부정으로
인한 SEC의 제재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Krishnan(2005)35)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재무적
전문성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제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CFO, CAO, CPA로서의 경력을
가진 경우 전문성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dard et al.(2004)36)도 감사위원회의
재무적 전문성이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6) Abbott, L. J. and S. Parker, 2000, “Auditor Selection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9, pp. 47-66.
27) Carcello, J. V. and T. L. Neal, 2000, “Audit Committee Composition and Audito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5, pp. 453-468.
28) Klein, A., 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pp. 375-400.
29) Bradbury, M., 1990, “The Incentives for Voluntary Acutid Committee Form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pp. 19-36.
30) Beasley, M. and S. Salterio,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Board Characteristics and Voluntary Improvements
in Audit Committee Composition and Experience”, 「Contemporary Accouting Research」 18, pp. 539-570.
31) Vicknair, D., K. Hickman, and K. Carnes, 1993, “A note o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Evidence from the
NYSE on Grey Area Directors”, 「Accounting Horizons」 7, pp. 53-57.
32) Xie, B., W. Davidson Ⅲ, and P. 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 pp. 295-316.
33) Agrawal. A. and S. Chadha, 2005,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Scandal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pp. 371-406.
34) Farber, DB., 2005, “Restoring Trust after Fraud: Does Corporate Governance Matter?”, 「The Accounting Review」
80, pp. 539-561.
35) Krishnan, R., 2005, “The Effect of Changes in Regulation and Competition on Firms’ Demand for Accounting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80, pp. 269-287.
36) Bedard, J., S. M. Chtourou, and L. Courteau, 2004,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Expertise, Independence, and
Activity on Aggressive Earnings Managemen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 pp.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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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들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제도 도입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모호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감사
위원회의 독립성은 중요한 이슈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하였으며, 총자산이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사외이사 비중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도 감사위원회 도입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철과
이경태(2003)37)는 감사위원회 도입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소유집중
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박종일 외(2003)38)은 감사위원회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기업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전규안 외(2004)39)는 감사위원회와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감사
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손성규 외(2004)40)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이 없으며 감사위원회의 특성(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중에서
활동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영순 외(2013)41)는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의
존재 자체는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성을 갖지 않으나,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서의 재무전문가의
존재는 재량적 발생액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국내의 경우 도입이후 검증기간이 짧아 그 효과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그 구성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활동
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도입여부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실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7)
38)
39)
40)
41)

이상철,
박종일,
전규안,
손성규,
전영순,

이경태, 2003,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9, pp. 61-90.
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8, pp. 135-172.
최종학, 박종일, 2004,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29, pp. 143-177.
최정호, 이은철, 2004, “감사위원회의 효과: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9, pp. 61-90.
정준희, 하승현, 2013,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의 효과와 기업지배구조”, 「회계학연구」 38, pp.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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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KOSPI)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감사기구의 형태는 ①감사위원회, ②상근감사, ③비상근감사로 측정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①전원사외이사, ②상근감사위원 존재 및 사외이사가 위원장,
③전원사외이사구성아님 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42) 종속변수로 사용된 기업의 재량적 발생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수준은 수정 Jones 모형43)을 사용하였으며, 절대값을 취하여 이익조정의 크기를
도출하였다.44) 또한 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성과통제모형45)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아울러 표본의 특성 또는 기업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통제
하기 위하여 기업고정효과(firm-fixed effect) 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1> 감사기구의 형태 및 독립성과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분석
<표 1>은 감사기구의 형태 및 독립성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속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 ]안의 숫자들은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이 조정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s)로 계산된
t-value를 의미한다.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감사기구형태

이익조정
(수정Jones모형)

이익조정
(성과통제모형)

-0.0017**

-0.0013**

[-2.53]

[-2.16]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통제변수

Yes

Yes

이익조정
(수정Jones모형)

이l익조정
(성과통제모형)

-0.0005

-0.0006

[-0.75]

[-0.78]

Yes

Yes

기업/년도/산업고정

Yes

Yes

Yes

Yes

표본 수

6,668

6,668

1,917

1,917

R-Squared

0.493

0.195

0.450

0.167

<표 1>을 통해 감사기구가 감사위원회의 형태일수록 기업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도입여부가 기업정보의 불투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국내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며,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회계정보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유의미한 정책이었음을 시사한다.

42)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中 기업지배구조평가 결과를 이용함
43)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pp. 193-225;
44) 재량적 발생은 회계이익의 발생항목 중 경영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음
45)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pp. 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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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전원사외이사구성아님

0

1

0

0

14

15

17

16

0

0

9

72

상근감사위원 존재 및
사외이사가 위원장

21

19

22

33

15

13

14

10

19

20

16

202

전원사외이사

86

95

117

107

126

147

165

176

188

203

233

1,643

Total

107

115

139

140

155

175

196

202

207

223

258

1,917

한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기업의 이익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며46), 감사위원회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본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6,668개의 표본 중 감사기구형태가 감사위원회인 표본은 1,917개이며, 이 중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표본 수는 1,643개(85.7%)로 확인된다(<표 2> 참조).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사위원회를 전원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사외이사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위원회의 존재만으로도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에게만 감사위원회 도입을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배
구조가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성규 외(2004)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도 의견 조정단계에서 전원합의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다. 즉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에는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눈속임(window dressing)에 불과하다는 Romano(2005)47)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46) 손성규 외(2004)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기업의 회계오류 발견에 영향력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47) Romano, R., 2005, “The Sarbanes-Oxley Act and the Making of Quack Corporate Governance”, 「Yale Law Review」
114, pp. 152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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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감사기구의 형태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존재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실효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이는 감사위원회를 구성
하는 감사위원이 현실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포함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기준이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8) 하지만 사외
이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Hwang and Kim(2009)49)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측정하는데 사회적 유대관계
(social tie)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였으며, 국찬표와 강윤식(2012)50)은 개인별 학력과 과거경력을
중심으로 법으로 규정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사외이사를 분리하였다.51) 따라서 법률적으로 감사
위원회의 감사위원(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적용하는데 있어 지금보다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감사위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소액주주들보다 높으며 이러한 정
보우위를 바탕으로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와 감사위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스튜어
드십 코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8)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용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⑥ 주요주주 및 주요
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⑦ 최근 2년 이내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49) Hwang BH, and S. Kim, 2009, “It pays to have frie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3, pp. 138-158.
50) 국찬표, 강윤식, 2012,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25, pp. 451-498.
51) Hwang and Kim(2009)은 포춘 100대 기업(Fortune 100 firms)을 대상으로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를 이용하여
출신학교(educational institution), 군복무경력(military service), 연고(regional origin), 출신전공(academic disciplines)등을
고려한 사외이사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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