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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체제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

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의 사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 정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법률의 시행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가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했는지, 더불어 이사회의 특성들이 CEO 주식인

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

업들이며,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지분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과 CEO/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

하여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론적․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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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보상방식으로서

CEO가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통한 사적이익 추

구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Bebchuk, 2002). 주식 인센티브

제도는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던 1970년대에 미

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빠르

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1980년 기준 전

체 CEO 중 약 30% 정도에게만 사용되던 주식

인센티브 계약은 1994년에 이르러서는 70%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Hall & Liberman, 2000).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도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기업의 자체적인 감시기능은 매

우 취약한 형편이다(주혜려․유재욱, 2014; 黄之

骏 & 王华, 2006). 따라서 최고경영자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 개인적인

편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중국정부는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

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내부의 감시기

능으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포함

하는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 관리법’을 2006년

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65% 이상의 중

국기업들이 CEO에 대한 지분보상 정책을 실행

하게 되었다.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 관리법에서

는 상장법인 임직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뿐

만 아니라,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

여 임직원들이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

법들에 기초하여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고 주식

인센티브제도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률의 시행 이후

CEO 주식인센티브 제도의 효과가 향상되어 기

업들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해선 아직까지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명확

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상장기업들은 국제적 표준에 대

한 정합성 구축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또

다른 지배구조시스템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유재욱, 2015; 李先霞, 2009). 이사

회는 기업의 중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자를

임명하며, 경영자의 주식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보

상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

실 중국기업의 주주총회는 대주주 간의 회의체

로서 대주주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叶建芳 & 陈潇, 2008). 따라서 이

들 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차이를 나타낼 수 있

는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

시 될 수 있는데, 이사회는 이 같은 소액주주들

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의무

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한 이사회의 기능에는 경영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독립

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이해관계를

소액주주들과 일치시키는 체계의 구축이 강조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변수측정방법에서의 한계

점을 나타내고, 더불어 다양한 지배구조시스템들

의 복합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

문에 객관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상장기업 주식인센티

브 관리법’의 시행 이후 빠르게 확산되어 온 중

국기업 CEO들의 주식 인센티브제도가 기업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

사회 특성의 조절효과를 선행연구들에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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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

점을 두고 실행하였다. 대리인 이론(Jensen &

Meckling, 1976; Johnson et al., 1996)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 관련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온 바와 같이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와

이사회는 기업성과의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들이

다. 따라서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들을 바탕으

로 중국 자본시장의 배경이 되는 주식인센티브

제도, 이사회 특성, 기업성과들 간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실무

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과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CEO 주식인센티브

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주장해 왔다. 예

로 대리인비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사례분석 연

구에서 Brickley, Bhagat and Lease(1985)는 주

식 인센티브제도가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켜 기

업의 시장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제조기업 데이

터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에서 Mehran(1995)은

경영자 지분비율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CEO 주식인

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에 대한 주장

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로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의 연구기간 동안의 362개 국내 상장기업을 대

상으로 경영자 보상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를 분석한 황인태(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

업성과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정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기

초하여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는 기업의 성

과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

인 지배구조시스템으로서 알려져 왔다.

반면 또 다른 연구들(e.g., Defusco, Zorn, &

Johnson, 1991; Aboody, 1996)에서는 CEO 주식

인센티브와 기업가치 간에 음의 관계 또는 비선

형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일본의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영진이

주식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

우 권한 강화로 인한 ‘관리자 방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가치가 감소될 수 있음

을 경고하였다(Morck, Nakamura & Shivdasani

2000). 또한 Hermalin과 Weisbach(1991)의 연구

에서는 경영진의 인센티브 정도와 기업성과 간

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즉

CEO가 인센티브로서 확보한 지분보유율은 일정

수준 이전까지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오히려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

고한 것이다. 결국 상충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

은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환경과 내부특성들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은 직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환경적, 상황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인센티브제도를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Himmelberg, Hubbard, &

Palia, 1999).

이와 같은 상충되는 연구결과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최고경영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들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

여 1996년부터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해왔다. 하지만 당시 중국

기업이 제안했던 주식인센티브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했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서는

주식 인센티브 제도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주

주와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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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

다(周丽萍, 2006).

이를 반영하듯 중국 기업의 주식 인센티브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서구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결과들에서와 유사한 상충되는 결과들

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대리인이

론의 주장에서와 같이 CEO 지분비율과 기업성

과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였

다(魏刚, 2000). 특별히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

국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임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CEO의 권

력이 지나치게 크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CEO 인센티브제

도의 활용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周建波 & 孙菊生, 2003).

반면 경영진의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연구(高雷 & 宋顺林, 2007), 비선형 관계를 제시

하는 연구(苏冬蔚 & 林大庞(2010), 심지어는

부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李维安 & 李汉军,

2006)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중국기업의 CEO 주

식인센티브와 관련하여 CEO의 권한 강화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

였다. 즉 CEO가 주식인센티브를 통해 높은 수준

의 기업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CEO는 높은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CEO의 사적 소비

행위와 불공평한 배당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대부분의 중

국 상장기업들에는 (1) 대주주가 없어 경영자의

주식 인센티브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통

제가 어렵고, (2) 주식인센티브제도 평가시스템

을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3) CEO의

높은 권한으로 인한 내부인 통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들이 보다 더 쉽게

발생될 수 있다(陈海生 & 卢丹, 2011).

종합해보면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했던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서구기업들을 대상으로 했

던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학자들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측정방법 상의 문제와 다양한 지배구조시스템들

의 복합적인 효과분석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

다(王鑫磊, 2015).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

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

이 최고경영자의 주식 인센티브 제도의 실시 여

부만을 더미 변수로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Peng & Roell, 2008), 다양한 지

배구조시스템들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실행하지 못해 왔

다(苏冬蔚 & 林大庞, 2010).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EO 주

식인센티브 제도를 단순히 실행여부에 대한 더

미변수가 아닌 인센티브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속변수로서 측정하고, 이들과 이사회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들이 중국 기업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조절효과
CEO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

표적인 이사회의 기능으로는 서비스기능, 자원제

공기능, 통제기능이 있다(Johnson, Daily &

Ellstrand, 1996). 먼저 서비스(service) 기능은 기

업경영과 관련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이사회의 역할로서 기업의 전

략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다(Hillman, Cannella & Paetzold,

2000; Barney, 1992; Gabrielsson & Huse, 2004).

다음으로 자원제공(resource dependence) 기능은

이사회 구성원들인 이사들이 산업 내․외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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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 수립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다.

이사회의 자원제공 기능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

성으로 인한 위협과 시장거래비용을 낮춰줄 수

있으며(Salancik & Pfeffer, 1978), 수립된 전략

실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기

업성과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Gales & Kesner, 1994).

마지막으로 통제(control) 기능은 경영자의 기

회주의적인 행위를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의 기능으로서, 소유자(주

주)와 대리인(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감소

시키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기업 성과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해룡 & 하치덕, 2001;

Johnson, Daily & Ellstrand, 1996; Carpenter &

Westphal, 2001).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통제기능

은 경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편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을

억제시키고(Hillman & Dalziel, 2003), 소유와 경

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되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

화 시켜줄 수 있는 이사회의 기능이다(Fama,

1980; Zahra & Pearce, 1989).

이사회의 통제기능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의사

결정 및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기능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결정

하는 기능들이 포함된다(Conyon & Peck, 1998;

Rindova, 1999).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경영자들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

리고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Hillman

& Dalziel, 2003).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CEO와 이사

회 의장직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며, 이사

들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여 이들의 이

해관계를 주주와 일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사회의 서비스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영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사회의

재무적인 통제방식(financial controlling)에 대한

선호현상을 강화시켜 경영자가 단기성과 중심의

기업운영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이

사회의 독립성과 지분율을 강화한다고 항상 기

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이사회의 특성들은 기업내부의 또 다른

지배구조시스템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

과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은 다양한 지배구조시스템들의 특성들을 고려하

여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지배구조시스템들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

사회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가설
1. CEO 주식인센티브의 효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의 이해관계 불일치와 정보의 비대칭성으

로 인한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기

업들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시

키기 위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들을 구축

하여 활용해 왔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CEO에

대한 주식 인센티브제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식인센티브를 받은 CEO가 실제적으로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행위를 하는지

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Donaldson

& Lorsch 1983). 또한 CEO 주식인센티브는 중

소기업 또는 가족기업 등과 같이 의사 결정권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대리인 비용 감소에는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Fama & Jensen, 1983). 따라서 최근 실무에서

는 기업성과와 경영자의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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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성과연동 인센티브제도’가 ‘주식인센티브

제도’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

다(Donaldson & Lorsch 1983).

CEO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

한 상충되는 주장들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

표적인 연구들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기업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주식 지

분비율의 영향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李增泉

(2000), 黄之骏(2006), 叶建芳와 陈潇(2008)는 CEO

의 주식지분과 기업성과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

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1998년

중국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李增泉,

2000)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의 연구기간

동안의 기업들을 분석한 연구(李先霞, 2009)에서

는 최고경영자의 지분보유가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혼재된 주장 속에서 중국정부는

CEO 주식인센티브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2006년에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 관리법’

을 실행하였다. 해당 법률은 경영자주식인센티브

제도를 경영자가 아닌 주주의 관점에서 좀 더

엄격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高

雷 & 宋顺林., 2007).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시키고 기업성과 향상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행 이후 중국기업 CEO의 주식인센티

브의 효과가 개선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CEO 주식인센티브는 외부시장의 경쟁효율성,

기업내부의 또 다른 지배구조시스템들과의 조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한 법적 환경요소들

이 충족될 때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Cheng, & Warfield, 2004), 2002).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정부는 시장개방을 위한 경제체

계의 개편을 추진해왔다(李先霞, 2009). 더불어

기업들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유구조의

변화를 통해 경영자들의 사적이익 추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왔다(韩小芳, 2013). 즉 다양

한 체계변화를 통해 기업들의 운영방식의 개선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온 거이다. 따라서 2006

년부터 시행된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은

경영자 주식인센티브제도의 체계적인 계획과 실

행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

를 통해 기업들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莫冬艳

& 邵聪, 2010).

가설 1: 중국 상장기업 CEO들의 주식인센티브

정도와 기업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

가 있다.

2. 이사회 특성의 조절효과
CEO의 이사회 이사장직 겸임은 이사회의 감

시 및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Forker

1992). 즉 CEO가 이사회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사회가 수행

하여야 할 본연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EO의

이사회 이사장직 겸임은 CEO의 사적이익 추구

를 위한 기회주의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증가시

키고 기업성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CEO와 이사회 이사장직을 분리할 경우 이

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Hermalin &

Weisbach, 1991).

사실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고용시장이 존재하

지 않는 중국에서는 CEO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

해서가 아닌 정부기관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방식은 경영자

가 주주보다도 높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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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刘玉灿 & 张琳华, 2012). 이와 같은

상황에서 CEO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게 될

경우 CEO가 기업 내에서 보유하게 되는 권한과

통제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내부인

통제의 문제는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魏贤运,

2013)

이 같은 강력한 경영자의 통제 하에서 중국

상장기업들이 만든 CEO 인센티브제도는 매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Peng & Roell, 2008),

심지어는 경영자가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하였다(苏冬蔚 &

林大庞, 2010). 따라서 CEO 주식인센티브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선 CEO와 이사회 이사장

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CEO/이사회 이사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최고경영자로부터 얼마

나 독립적인가에 따라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될 수 있다(Beasley, 1996; Johnson et al.,

1996). 사내이사는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추

천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최고경영자를 감시

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기 어렵다. 반면, CEO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

적으로 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CEO

가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감시할 충분한 유인

과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시자로서의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Hillman &

Dalziel, 2003). 또한 외부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

험에 기초하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들보다 ‘내부

인 통제’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Ahn & Shrestha, 2013).

상기의 주장들에 근거하여 이사회 구성에 있

어 사외이사 비율을 높일 경우 이사회의 공정성

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감시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Carpenter & Westphal, 2001; Hillman &

Dalziel, 2003) 또한 이와 같은 기업은 기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CEO 주식인센티

브제도를 구축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으로 기대된다(Himmelberg, Hubbard, & Palia,

199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사외이사비율은 CEO 주식인센티브 정

도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사회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자

원을 제공하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또 다른 대리

인이다(Rindova, 1999). 즉 주주를 대신하여 기업

을 운영하는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

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의사결

정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영자와의

공모를 통해 개인적인 편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Zahra & Pearce, 1989). 따라서 주주들은

이사회의 이해관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Gabrielesson

& Huse, 2004; Johnson et al., 1996).

효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구성원들인 이사들의

충성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Mak &

Routh, 2000). 이를 위해 기업은 이사들에게 주

식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 사외이사비율이 낮고 이사회가 지분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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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asley, 1996).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식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CEO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Ahn &

Shrestha, 2013). 즉 이사회의 이해관계를 주주와

일치시켜 이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Himmelberg et al., 1999; Mehran,

1995). 또한 이사들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의

실행은 이사회와 CEO 간의 공모의 가능성을 낮

춰줄 수 있기 때문에, CEO가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을막는데도움이될수있다(Laffont & N’Guessan,

1999). 즉 기업은 이사회에 대한 주식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다 더 효

과적인 CEO의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여 실행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분 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 정도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중국기업 CEO 주식인센티브가 기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대한 이사회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CEO 주식인센티브기업성과

- CEO/이사회 의장직의 분리

- 사외이사비율

- 이사회 지분보유

<그림 1> 연구모델

Ⅳ. 분석방법 및 결과 
1. 분석방법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들이다(n=720). 제

시한 가설들의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기업

들의 주식인센티브와 이사회에 관한 정보는 중

국 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인 CRSM(国泰安)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재무지표들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수집하였다.

<표 1>은 표본기업들의 산업부문과 연령 등을

포함한 특성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변수들의 측정과 관련하여 먼저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CEO)의 주식인센티브는 최고경영자

가 인센티브로 받은 주식의 가치를 수령한 총보

상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林大庞 & 苏冬蔚,

2011). 반면 종속변수인 기업성과는 순이익을 자

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로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기업

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ROE는 중국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영향이 기업성

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

로서 알려져 왔다(刘玉灿 & 张琳华, 2012; 魏贤

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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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평균

종속변수 기업성과 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100

독립변수 CEO인센티브 CEO주식인센티브/총급여

조절변수

의장직분리 분리=1, 겸임=0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수/총이사수

이사회지분 유=1, 무=0

<표 1> 표본 특성(N=720)

구분 변수 빈도수 구성 비율(%)

산업

제조업 486 67.5

부동산/건설 89 12.3

정보통신/기술 69 9.5

농업/소매 49 6.8

서비스 27 3.7

상장거래소
심천거래소 227 31.50

상해거래소 493 68.5

기업연령

1～10년 448 62.2

11～20년 259 36

21년 이상 13 1.8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는 CEO와 이사회 의장

직의 분리 여부,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의 지분

보유 여부를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CEO

와 이사회 이사장직 분리 여부는 최고경영자와

이사장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1(겸직하고 있

는 경우에는 0)로 코딩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외이사 비율

은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이사회 지분보유 여부는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고, 주식 지분을 보유하

고 있지 않은 경우를 0 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업연령, 기업규모, 산업, 부채비

율, 최대주주지분율, 국유지분 여부, 최고경영진

(TMT) 지분율을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였

다. 기업연령은 사업연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한

값으로 측정하였고, 기업규모는 총자산의 로그

(log)값으로 측정하였다(유재욱 & 김광수, 2008;

黄之骏 & 王华. 2006). 또한 산업 간의 특성차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대상 기업들의 산업 부문을 제조업과 비제

조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해당될 경우 1을,

비제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통

제하였다(Mehran, 1995). 다음으로 회사의 장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총부채/총자산

*100으로 측정하여 통제하였고, 최대주주 지분비

율과 CEO를 제외한 나머지 TMT 들의 지분비

율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국가

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더미변수(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소유하지 않는 경우 0)로 측정하여 통제하였

다. <표 2>는 연구모델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주요 변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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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최대주주지분 최대주주지분수/총주식수

기업규모 Log(총자산)

산업 제조업=1, 비제조업=0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100

국유지분 유=1. 무=0

TMT지분율 TMT지분수/총주식수

기업연령 현재년도-설립년도

2. 결  과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위해서는 피어

슨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팽창계수(VIF) 분석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들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 값이

모두 2 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편차

분산

팽창

계수
(VIF)

피어슨 상관계수

기업
성과

CEO

인센
티브

의장직
분리

사외

이사
비율

이사

회
지분

기업
연령

산업
기업
규모

부채
비율

최대

주주
지분

국유
지분

TMT
지분

기업성과 11.85 -10.18 36.45 7.19 1.52 1

CEO

인센티브
0.39 0 0.65 0.27 1.68 .22** 1

의장직

분리
0.85 0 1 0.36 1.73 .03 -.25** 1

사외이사
비율

0.36 0 0.71 0.05 1.64 -.08* -.08* -.01 1

이사회
지분

0.87 0 1 0.03 1.82 .13** .23** .05 -.04 1

기업연령 7.89 1 23 5.68 1.43 .14** -.20** .07 .06 -.04 1

산업 0.65 0 1 0.47 1.56 -.22** .01 -.17** -.07 .03 -.22** 1

기업규모 21.82 18.94 27.38 2.08 1.67 .03 -.01 .01 -.08* -.01 .16** -.09* 1

부채비율 0.43 0.03 0.80 0.19 1.57 .13** -.22** .11** .10** -.06 .38** -.28** .08* 1

최대주주

지분
0.34 0.03 0.81 0.14 1.69 -.01 -.08* .09* .07* -.16** -.23** .04 .03 .04 1

국유지분 0.87 0 1 0.33 1.78 .05 .21** -.05 -.09* .19** -.03 .04 .01 -.09* -.08* 1

TMT지분 0.03 0 0.50 0.06 1.92 -.08* . 48** -.24** -.01 .16** -.26** .08* -.09* -.14** -.08* .10** 1

*P < .05; **P < .01; ***P < .001 (N=720)

<표 3> 기술통계량, 분산팽창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변수들을 순

차적으로 추가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

째 분석모델에서는 통제변수들인 기업연령, 기업

규모, 산업, 부채비율, 최대주주지분율, 국유지분

여부, TMT 지분율과 독립변수인 CEO 주식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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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가 분석대상인 중국 상장기업의 성과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모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조절변수인 CEO/

이사회 의장직 분리가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분석모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조절변수인 사외이

사비율과 CEO 주식인센티브 간의 상호작용효과

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모델에서는 이사회의 지분보유와 CEO지분율 간

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델에서는 이

상의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모델의

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4> 계층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변수 회귀 계수 회귀 계수 회귀 계수 회귀 계수 회귀 계수

기업연령

산업

기업규모
부채비율

최대주주지분

국유지분
TMT지분

CEO인센티브

의장직분리
CEO인센티브×의장직분리

사외이사비율

CEO인센티브×사외이사비율
이사회지분

CEO인센티브×이사회지분

.13(2.53)*

-2.55(-4.64)***

-.09(-.78)
3.43(2.35)*

2.06(1.16)

.36(.48)
-22.18(-5.15)***

9.73(8.93)***

.12(2.32)*

-2.56(-4.61)***

-.07(-.62)
3.31(2.27)*

1.98(1.12)

.39(.52)
-25.36(-5.55)***

14.22(7.04)***

2.82(2.52)*

-5.64(-2.56)*

.14(2.68)**

-2.67(-4.86)***

-.11(-95)
3.56(2.44)*

2.67(1.50)

.26(.35)
-21.27(-4.94)***

17.50(2.76)**

-.63(-1.04)

-2.13(-1.26)

.14(2.68)**

-2.67(-4.86)***

-.11(-95)
3.56(2.44)*

2.67(1.50)

.26(.35)
-21.27(-4.94)***

17.50(2.76)**

-.63(-1.04)

-2.13(-1.26)

.15(2.85)**

-2.82(-5.11)***

-.12(-.97)
3.28(2.27)*

3.79(2.27)*

.08(.91)
-27.93(-5.94)***

14.35(2.00)*

2.67(2.40)*

-6.34(-2.90)**

-.62(-1.05)

2.03(-1.22)
1.00(1.08)

8.19(2.46)*

R2

F값
R2 변화량

F 변화량

.161

17.081***
0.170

14.501***

.009

3.667*

0.172

14.528***

.010

3.780*

0.178

15.302***

.016

7.027***

0.196

12.255***

.035

5.044***

* p < .05; **p < .01; ***p < .001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이고 괄호 안은 t값임

먼저 모델 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

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

(β=9.732,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CEO 주식인센티브의 감시기능을 강조했던

Brickley, Bhagat & Lease(1985), Mehran(1995),

李增泉(2000), 黄之骏(2006), 叶建芳와 陈潇(2008)

등의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로

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CEO/이사회

의장직 분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모델 2의 분

석결과에 따르면 CEO와 이사회 이사장직 분리

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β=-5.642,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로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또

한 모델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외이사비율은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

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외

이사비율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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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가설 2-2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리인이론

의 주창자들과 서구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

행연구들(e.g, Johnson, Daily, & Ellstrand, 1996;

Carpenter & Westphal, 2001)의 주장에서와 달

리 중국기업 이사회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여

독립성을 강화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감시기능

이 효과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 4는 이사회의 주식보유가 CEO 주식인센

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가 강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β=7.443, p<0.05). 따라서

이사회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CEO 주식

인센티브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

화된다는 가설 3의 주장은 지지되었다. 이는 대

리인이론에서 주장하는 이사회 지분보유의 감시

기능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Ⅴ. 결  론
1. 결과해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06년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

법’의 시행 이후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어온

중국기업들의 CEO 주식인센티브 제도가 기업성

과에 미친 영향과, 이들 관계에 대한 이사회 특

성의 조절효과들을 분석하여 이론적․실무적 차

원의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

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 동안의 중

국 상장기업들의 CEO 주식인센티브와 이사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

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의 시행 이후 개선된

중국기업들의 CEO 인센티브제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사회의 지분보유율은

이들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인이론의 주장에서와 일치되는 분석결과들

이다. 반면 CEO와 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약

화시키고, 사외이사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인이론의 주

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국기업들의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불신과 달리 2006년 상장

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의 시행이후 중국기업

들도 CEO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대리인 문

제를 일정부분 감소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반면

CEO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크게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

국 상장기업들이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한 효과

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을 실행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축하여 기업성과 향

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최소 60%이상의 사외

이사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Hillman &

Delziel, 2003). 반면 대다수의 중국 상장기업들의

사외이사 비율은 25～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독립성을 강화하여 감시와 감독기능을 수행

하기에는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아직도 많

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EO와 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

식인센티브제도와 기업성과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기보다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리인 이론과 선행연구들에서의

예상과 달리 중국기업들에 있어서 CEO와이사회

의장직의 분리는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시켜주기보다 오히려 CEO와 이사회 간의

의견충돌을 심화시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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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추측된다. 특별히 지분율로 인해 권한

이 강화된 CEO들은 이사회 의장과의 의견대립

으로 인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내부인 통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상장기업들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구결과는 중국기업들이 CEO 주식인센

티브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지

분율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회도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은 이사회 또한 사적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해당된다(Westphal & Zajac, 1995). 따라서 이사

들에게 주식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의 기회주

의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 대한

주식인센티브는 이사회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이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통제역할

을 수행하고, CEO와 이사회의 공모 가능성을 최

소화 시켜주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노

력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Laffont &

N’Guessan, 1999).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들도 이사회의 주식지분을 높여 최고경

영자들에 대한 감시효과를 강화하고 기업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계점 및 연구제안
상기에서 기술한 높은 가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CEO 주식인센티

브 제도와 이사회간의 관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CEO와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 향후 이

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실행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CEO 인센티브

제도와 이사회 특성의 지배구조시스템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실행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또 다른 기능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

지지 못했다. 향후 CEO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을

통한 우수한 경영자의 유입효과, 이사회의 조언

자(advisor) 및 자원 제공자(resource provider)로

서의 역할 등 주요 변수들의 다양한 기능효과들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CEO 주식인센티브와 이사회의 기능에 대

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EO 주식인센티브의 유형 간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인 효과발생의 가능성을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했다. 사실 CEO에서 주식인센티브는

일정하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성과에 대한 이들의 효과에는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CEO 주식인

센티브의 유형별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후

속연구를 실행한다면 각 기업별로 최적의 인센

티브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유용

한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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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O Stock Incentiv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erformance of Chinese

Corporations after the Stock Incentive Management Law in 2006

Zhang, Rui-Zhi
*
․Yoo, Jae-Wook

**

Separation of management with ownership induces the agency problems between CEO and

shareholders of Chinese firms. To solv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has enforced the “stock

incentive management law for stock listed companies” since 2006.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

that this law is beneficial to reduce the agency cost and thu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question. I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EO’s stock incentive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It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 this relationship. Using a

multi-year sample (2008-2014), we found that CEO’s stock incentive is positively related to firm’s

performance. We also found that the equity stakes of board members strengthens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CEO’s equity incentives and firm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independency of the board of directors does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equity incentives and firms’ performa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 for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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