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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uth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also known as Chaebol, have broadened their influence in the domestic 

economy,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influence of internal transactions among Chaebol affiliates on their performance. 

In this paper,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transactions and efficiency of Chaebol affiliates has been analyzed. Top 

five Chaebol groups in South Korea are selected; they include Samsung, Hyundai Motors, LG, SK, and Lotte group. 

Based on internal transactions among affiliates, social networks are constructed for each Chaebol group to analyze 

centrality, network structures and clique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Chaebol affiliates. Then, correlations between the degree centrality and the efficiency of Chaebol affiliates were 

analyzed, and the network structures of Chaebol groups are presented. The result shows tha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degree centrality and efficiency are observed among four Chaebol Groups. This paper shows that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echniques can be used in the empirical research for the analysis of internal transactions 

of Chaeb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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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 이 높은 만큼 재벌

의 경제활동은 국내 총생산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

한다. 국가의 성장정책은 오랫동안 재벌에 집 되

어 왔기 때문에 재벌의 기가 곧 국내 경제의 

기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재

벌의 우월  지 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해 지속 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재벌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는 등의 정 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벌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

인 이유는 경제력 집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간 상

호지분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와 과도한 다각화로 

국내 산업을 지배한다는 것이다(Jung, 1996). 

이러한 부정 인 시각으로 인해 재벌과 련한 

많은 연구가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분석을 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재벌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행 에 한 연

구는 한국경제의 잠재된 험요소를 분석할 수 있

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수직계열화와 다각화

된 재벌은 상품․용역거래 주로 계열회사 간 내

부거래가 이 진다. 경제행 인 내부거래는 기업

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벌 내부거래

와 계열회사의 효율성에 한 실증연구에서 새로

운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벌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을 측

정하기 한 핵심 분석기법으로 사회연결망분석과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 고 내부거래 연결망의 

심성과 상  효율성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의 목 은 재벌의 내부거래 연결망의 

심성이 해당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한 것이다. 연구를 한 표본으로 공기

업을 제외한 국내 일반기업  자산규모 상  5개 

재벌인 삼성(Samsung) 그룹, 자동차(Hyundai 

Motor) 그룹, 에스 이(SK) 그룹, 엘지(LG) 그룹, 

롯데(Lotte) 그룹을 선정하 다. 각 재벌의 자공

시자료를 기반으로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의 

매출․매입 연결망을 구축하 고 분석을 실시하고 

시각화하여 재벌 내부거래의 연결망 형태  계

성을 분석하 다. 재벌 계열회사들의 상  효율성

을 측정하기 해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 다. 

내부거래 연결정도 앙성과 계열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로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한 상

분석, 연결망 구조 분석 그리고 결속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배

경이론을 소개하고 련연구를 고찰하 다. 제 3

장과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 분석이 

제시되었으며 제 5장에서는 시사 과 향후 연구발

 방향을 제시하 다.

2. 배경이론  련연구

본 연구의 련연구 고찰에 앞서 기업집단과 

련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 2조에서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

의 집단이거나 혹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정

의한다. 한 ‘계열회사’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

방의 계열회사라 정의하고 있다. ‘ 기업집단’이란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규모의 기업집단을 의미

한다(Min, 2014). 미국의 기업은 소유가 분산되거

나 독립 으로 존재하지만 국내 재벌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통해 소규모의 자본만을 이용하여 

가족 심의 지배주주로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다

(Kang et al., 2006). 이러한 국내 재벌의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문 주로 련연구

를 살펴보았다. 다음 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배

경이론과 련연구를 고찰한다. 

2.1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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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별 인 속성만을 나타내는 통 인 데이터

가 아닌 연결망 데이터(network data)를 통해 행

자의 계성을 설명한다(Hanneman and Riddle, 

2015). 향력이라는 에서 앙성(centrality)

은 표 인 지표 에 하나이고 조직 인 측면에

서 앙성이 높을수록 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

다(Kim, 2003). 

연결정도(degree)는 노드(node)의 연결된 수이며 

노드를 심으로 연결되는 방향성에 따라 안으로 들

어오는 연결인 경우 내향연결정도(in-degree) 그 반

인 연결에 해서는 외향연결정도(out-degree)

라 한다. 본 연구에서 노드는 재벌의 계열회사이

며 연결은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의 유무

계를 나타낸다. 연결정도 앙성(degree central-

ity)은 체 연결 수에서 각 노드의 내향연결정도

와 외향연결정도의 비율로 측정된다. 사이 앙성

(betweenness centrality)은 연결망 내의 노드들 

사이의 구조  속성에 기 한 것으로 사이 앙성

이 높을수록 다른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경로

에 치하기 때문에 개자 역할의 정도를 나타낸

다(Freeman, 1979; Kim, 2003). 

본 연구에서는 내부거래의 연결정도 앙성과 효

율성의 상 분석을 해 내향연결정도, 외향연결

정도, 사이 앙성 분석을 실시하 다. 내부거래 연

결망의 연결 구조와 계성을 분석하기 한 시각

화를 실시하 다. 재벌 내부거래의 이해 계자인 하

집단 분석을 해 결속집단(clique) 분석과 시각

화를 실시하 다.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재벌 련연구를 살펴

보면 Park(2012) 등은 기업 간 계성과 출자․피

출자의 기업지배구조를 시각화하고 경 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는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

하 다. 

2.2 자료포락분석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은 의사결정단 들의 상 효율성을 비교하는 비모

수 분석기법으로 상  경쟁력이 주요 심 상인 

기업 간 성과분석에 활용된다. DEA는 Farrell의 

효율성 개념에서 확장한 CCR 모형을 시 로 본다

(Farrell, 1957). CCR 모형은 분석 상이 동일비율

로 확장하거나 축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투입을 고

정하고 산출을 최 로 늘릴 수 있는 비율을 도출하

는 모형이다(Charnes et al., 1978). Banker, Charnes 

and Coopers가 유도한 BCC 모형은 분석 상의 투

입과 산출의 비율이 가변 인 상황에서 이용하는 

모형이고 본 연구에서는 재벌 계열회사들의 

업종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투입과 산출의 변동비

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CC 모형을 

용하 다(Banker et al., 1994).

업종별 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 련연구를 

고찰하여 DEA 분석에 용한 입력변수인 투입변

수와 산출변수의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상  

5개 재벌 계열회사들의 특징으로는 제조업의 비

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외에 건설, 화학, 융, IT, 

유통 등의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련연구의 업종별 입력변수의 항목들을 살펴보

면 제조업의 경우 음식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

합물  화학산업, 제 1차 속산업, 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등의 효율성 분석에서 투입변수로 

종업원수, 고정자산, 원재료비를 산출변수로 매출액, 

경상이익을 이용하 다(Song and Kim, 2000). 건

설업의 경우 상장 건설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있어

서 투입변수로 총자산, 비, 총부채를 산출변수

로 매출액, 매출이익을 이용하 다(Seo and Choi, 

2011). 석유화학 기업의 경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

에서는 투입변수로 종업원수, 제조원가, 연구개발

비, 교육훈련비를 산출변수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을 이용하 다(Ha and Choi, 2012). 국내 은행산업

의 효율성 분석한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로 노동, 자

본, 조달자 을 산출변수로 출 , 유가증권을 이

용하 다(Shin and Kim, 2009). IT산업  국내 

SI기업의 효율성 분석한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로 

종업원수, 운 자산, 투입비용을 산출변수로 외부

매출, 부가가치를 이용하 다(Kim, 2006).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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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에서 형마트의 효율성 평가를 한 투

입변수로 종업원 수, 매장면 , 투자비, 연면 , 인

구수를 산출변수로 매출액, 입 객수를 이용하

다(Lim and Kim, 2009). 

그 외에 물류산업과 랜차이즈 기업의 효율성 분

석에서 투입변수로 종업원 수, 제조원가, 연구개발

비, 교육훈련비를 산출변수로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이용하 다(Ha and Choi, 2007; Choi et al., 2013).

기업의 효율성 분석과 련한 업종별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투입변수로는 종업원 수와 자산을 산

출변수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부분의 업종

에서 공동된 입력변수 항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연구의 방향

련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

하여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

으며 재벌 계열회사 간 업활동, 투자활동  자

조달에 한 다각 인 실증연구가 부족하 다. 

한 기업의 효율성 분석과 련한 선행연구에 있

어서 유사 업종의 기업에 해서만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 고 다양한 업종의 계열회사가 존재하는 

재벌의 효율성 분석과 련한 선행연구 논문은 없

었다. 

앞서 고찰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재벌 내부거래의 연결망 

형태와 계성을 악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

여 재벌 계열회사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재벌 

내부거래의 연결정도와 효율성의 연 성을 분석하

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도출된 내부거래

의 연결망과 계열회사 효율성의 시각화를 통해 재

벌의 연결망 형태에 따른 계성과 특징의 해석을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 다. 

3. 연구방법론

본 논문의 연구 임워크는 <Figure 1>에 나

타내었다. 재벌 내부거래 자료와 재무자료를 수집

하고 처리과정 후 SNA 분석, DEA 분석을 실시

하 다. SNA 심성 분석 결과와 DEA의 효율성 

간의 상 분석,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연결망 

구조 분석, 결속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Figure 1> Research Framework

3.1 자료 수집

<Table 1>은 공정거래 원회(Fair Trade Com-

mission)가 2014년 지정한 자산규모 기  상  기

업집단 황이다. 

공기업인 한국 력공사(KEPCO), 한국토지주택

공사(LH)를 제외한 국내 일반기업  자산규모 상

 5개 재벌인 삼성(Samsung) 그룹, 자동차

(Hyundai Motor) 그룹, 에스 이(SK) 그룹, 엘지

(LG) 그룹, 롯데(Lotte) 그룹을 연구 상으로 선정

하 다. 

3.2 SNA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분석을 해 재벌의 계열회

사 간 상품․용역거래 황자료를 <Figure 2>와 

같이 매출(Sales)과 매입(Purchases)의 매트릭스 

구조로 각 재벌 계열회사들의 연결망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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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nking of Chaebol in Korea(2014)

Ranking
Chaebol
Name

Affiliates
Asset

(1B KRW)

1 Samsung 74 331,444

3
Hyundai 
Motor

57 180,945

5 SK 80 145,171

6 LG 61 102,060

7 Lotte 74 91,666

<Figure 2> Network Data of Sales and Purchases

축하 다. 내부거래 연결망은 행(n)과 열(n)이 동

일한 n×n 매트릭스 구조이다. <Figure 2>에서 행

은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계에서 매출회

사, 열은 매입회사를 의미한다. 연결망 내에서 계

열회사 간 매출행 와 매입행 는 하나의 계열회

사를 심으로 방향성이 존재한다. 

재벌의 내부거래 연결정도 분석과 사이 앙성 

분석을 해서는 <Figure 3>과 같이 연결망 에

서 매출행 와 매입행 에 한 방향성 정의가 필

요하다. <Figure 3>(a)는 A를 심으로 B, C, D

가 A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에서는 내

향연결이며 B, C, D의 경우에는 외향연결이 된다. 

<Figure 3>(b)는 <Figure 3>(a)의 반 인 경우로 

A의 에서는 외향연결이며 나머지는 내향연결

이 된다. 기업 간 경제행  에서 <Figure 3>(a)

를 살펴보면 A는 매입 그리고 B, C, D는 매출이 

발생하며 <Figure 3>(b)는 <Figure 3>(a)의 반

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A를 기 으로 할 때 연결

망 내의 매출행 는 외향연결정도 그리고 매입행

는 내향연결정도를 의미한다.

(a) (b)

 <Figure 3> Direction of Internal Transactions 

연결망으로 구축된 재벌 계열회사 간 상품․용

역 거래 황은 데이터 변환과 SNA 분석을 해 

UCINET 6.x 버 을 사용하 다. 

3.3 DEA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한 의사결정단

(Decision Making Units)들로 각 재벌의 계열회

사들을 선정하 다. 2014년 상반기(5월～6월)에 

자공시(dart.fss.or.kr) 된 규모 기업집단 황(2013

년 12월 31일 기 )을 토 로 련연구 고찰을 통

해 DEA 모형의 투입변수로 종업원 수, 자산을 산

출변수로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선정하 다. DEA 

분석도구로 Frontier Analyst 4.x 버 을 이용하

고 각 재벌의 계열회사 간 DEA 측정결과는 <Ap-

pendix>에 포함시켰다. 

DEA 모형에서는 입력변수가 0보다 큰 양수이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 결과의 타당

성을 높이기 하여 입력변수 에서 종업원 수 혹

은 매출액이 0인 계열회사는 결측치로 간주하고 분

석 상에서 제외시켰다. 변수간의 스 일을 조정

하고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를 고려해 모든 변

수들을 정규화(normalization) 하 다. 변수 스 일

을 0～100이내로 정규화하기 해 식 (1)을 용

하 다. 식 (1)에서 는 변수의 최댓값, 은 

변수의 최솟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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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분석과 련된 선

행연구와 일 성을 유지하기 해 DEA 모형에서 

투입지향(Input-Oriented) BCC 모형을 선정하

다(Gregoriou and Zhu, 2005; Kang et al., 2014).

4.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SNA와 DEA로 도출한 연결정도 

앙성, 사이 앙성, 효율성의 분석 결과를 <Ap-

pendix><Table 4>～<Table 8>에 제시하 다. 

<Appendix>에 제시된 분석 상은 2013년 12월 

31일 기  매출액 상  주요 계열회사들이다. 

4.1 상 계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재벌 내부거래의 연결정도 

앙성과 효율성의 상 분석은 재벌의 내부거래 연

결망 내에서 연결정도 앙성이 해당 기업의 효율

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하기 해 필요한 과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

래의 연결망 자료를 이분화(dichotomize)하지 않고 

자공시 된 실제 매출․매입 황 자료를 이용하

여 연결정도 앙성과 사이 앙성을 구하 다. 재

벌사별로 내부거래의 연결정도 앙성과 효율성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의수  0.01의 양측검정에서는 자동차 그

룹과 SK그룹의 내향연결정도 앙성(상 계수：

0.368)과 에스 이 그룹의 내향연결정도 앙성(상

계수：0.358)이 효율성과의 상 분석에서 유의했

다. 유의수  0.05의 양측검정 결과에서는 삼성 그

룹의 외향연결정도 앙성(상 계수：0.254), 

자동차 그룹의 외향연결정도 앙성(상 계수：

0.315), 엘지 그룹의 외향연결정도 앙성(상 계수：

0.283)이 유의함을 보 다. 

<Table 2>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Chaebol
Name

N
In- 

Degree
Out- 
Degree

Bet. 
Central.

Samsung 74 0.218 0.254
*

0.177

Hyundai 
Motor

58 0.368** 0.315* 0.187

SK 81 0.358
**

0.231 0.097

LG 61 0.246 0.283* 0.172

Lotte 82 0.230 0.131 -0.058

Note) ** p < 0.01, * p < 0.05.

삼성 그룹은 외향, 자동차 그룹은 내향과 외

향, 에스 이 그룹은 내향, 엘지 그룹은 외향 연결정

도 앙성이 계열회사의 효율성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반면 롯데 그룹은 내․외향 연결정도 

앙성과 효율성이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

았다. 

4.2 연결망 구조 분석

앞 의 상 계 분석결과는 각 재벌의 매출․

매입거래 액의 크기에 따라 계열회사의 효율성이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다. 더 나아가 내부거래

의 연결망 형태와 계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시

각화(visualization)가 이 져야하고 효과 인 시각

화를 해서는 이분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분화는 

최소 기 치(Cut-off)를 기 으로 기 치 이상일 경

우에는 ‘1’, 이하일 경우에는 ‘0’으로 연결망 데이터를 

변환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재벌사 모두 500억 

원을 기 치로 이분화하여 내부거래 액이 높은 주

요 계열회사들을 심으로 연결망을 시각화 하 다. 

<Figure 4>～<Figure 8>은 재벌 별 주요 계열회

사 간 내부거래의 연결정도를 시각화 한 결과이다. 

내부 격자형태의 사각형은 상  효율성이 100%(녹

색), 내부에 원이 있는 사각형은 100% 미만～90% 

이상(주황색), 원은 90% 미만(빨간색)인 계열회사

를 의미한다. 연결정도의 시각화는 거래유형에 따른 

연결망 형태와 계성을 직 으로 분석하는데 유

용하다. 하지만 시각화만으로 내부거래의 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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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Network of Samsung's Internal 
Transaction

   <Figure 5> Network of Hyundai's Internal 
Transaction

<Figure 6> Network of SK's Internal Transaction

[Figure 7] Network of LG's Internal Transaction

<Figure 8> Network of Lotte's Internal Transaction

도와 효율성의 연 성에 기인하는 주요 계열회사

들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각 재벌

의 연결망 구조와 계성을 면 하게 분석하기 

하여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 이외에 재벌의 재무

황 자료를 참고하여 결과를 해석하 다.

삼성 그룹은 체 매출총액 320조에서 계열회사 

 삼성 자(Samsung Electronics)가 차지하는 비

율이 약 50%이며 74개 계열회사 매출액의 간값 

 평균값은 각각 9백억과 4조이다. <Figure 4>을 

살펴보면 삼성 자, 삼성디스 이(Samsung Dis-

play), 제일모직(Cheil Industries), 삼성물산(Sam-

sung C&T), 삼성에스디에스(Samsung SDS)가 연

결망 심에 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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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는 삼성 그룹 내에서 내향연결정도와 사

이 앙성이 가장 높다. 사이 앙성이 높다는 것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서 자 유통의 개자 역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향연결정도는 내부

거래에서 매출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향연결정

도가 높고 동시에 내부거래 매출 비 이 높은 경우 

조직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 계열회사  삼성에스디에스가 여

기에 해당된다.

자동차 그룹은 매출총액 158조에서 자동차 

련 8개 계열회사의 매출이 약 83%를 차지한다. 

<Figure 5>와 같이 자동차 련 계열회사들 사이

의 연결정도의 도(density)가 높으며 외향연결정

도가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의 매출 비 이 매

우 높다.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

열회사는 오토에버(Hyundai Autoever)이다. 

<Figure 6>에서 연결망 심에 에스 이 에 지

(SK Energy), 에스 이종합화학(SK Global Che-

mical), 에스 이네트웍스(SK Networks), 에스

이텔 콤(SK Telecom), 에스 이건설(SK E&C)이 

치해 있다. 에 지 련 기업을 심으로 주요 7개 

계열회사의 매출액이 에스 이 그룹의 체 매출총

액 157조의 약 80%를 차지한다. 다른 재벌의 IT서

비스 계열회사와 유사하게 외향연결정도가 높고 내

부거래 매출비 이 높은 에스 이씨앤씨(SK C&C)

가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엘지 그룹은 매출액 기  상  6개 계열회사가 

매출총액 117조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Fi-

gure 7>에서 연결망 심에 엘지 자(LG Electro-

nics), 엘지디스 이(LG Display), 엘지화학(LG 

Chem), 엘지유 러스(LG Uplus), 엘지상사(LG In-

ternational), 엘지이노텍(LG Innotek)이 치해 있

다.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주요 계

열회사로는 IT서비스 업종인 엘지씨엔에스(LG 

CNS)와 서비스 업종인 서 원(Serveone)이 있다. 

롯데 그룹은 매출액 상  11개 계열회사들이 매

출총액 64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8>

에서 롯데쇼핑(Lotte Shopping)은 내향연결정도와 

사이 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조직 내 

향력과 자 유통의 개자 역할 정도가 높다. 롯

데정보통신(Lotte Data Communication)은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열회사이다. 

재벌 내부거래의 연결정도와 효율성을 시각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재벌 내부거래 연결망 형태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선 5개 재벌 모

두 매출총액의 80% 이상이 매출액 상  10개 이

내의 계열회사들에게 집 되어 있으며 이 계열회

사들의 내향연결정도 역시 최상 에 분포한다. 이

것은 내향연결정도가 높은 계열회사가 내부거래에

서 자본의 원천(source)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

이 앙성이 동시에 높은 경우에는 동시에 자본 

흐름의 개자(hub)로 볼 수 있다. 외향연결정도

가 높은 계열회사의 특징은 업종이 공통 으

로 IT서비스가 많았다. 특히 매출액 비 내부거

래 매출 비 이 높아 재벌 계열회사  일감 몰아

주기 효과가 상 으로 높았다.

4.3 연결망 결속집단의 분석

시장에서 경제행 의 연결망은 정보탐색비용, 감

독비용 등의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여주는 효

과가 있으며 특정 경제행 를 확산 시키는 매개체

로서 역할을 한다(Sohn, 2002). 기업은 반복 인 경

제행 를 통해 상호 신뢰와 력 계를 구축하게 되

며 험에 직면할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 재벌은 수직계열화와 다각화의 

계구조로 경제행 가 이 지기 때문에 내부거래 

연결망에서 이해 계가 높은 하 집단의 강한 연

결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앞서 분석한 재벌 내부거

래의 연결망 구조는 개별 인 계열회사의 계성

을 포 으로 보여 다. 하지만 강한 결속 계를 

맺고 있는 하 집단의 계열회사들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

래 연결망의 하 집단 분석이 효율성의 확산경로

와 핵심 계열회사를 악하는데 매우 요하다.

결속집단은 연결망 내에서 세 개 이상의 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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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계를 맺고 양방향으로 완 히 연결된 

하 집단으로 정의되며 노드는 여러 결속집단에 

복될 수 있다. 제조업 심의 국내 재벌의 특성 

상 결속집단이 수직계열화와 연 성이 높으며 

한 결속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은 재벌의 다각화

로 인해 경제행 의 상호 이해 계가 높다.

<Figure 9> Network of Samsung's Cliques 

삼성 그룹의 결속집단 분석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삼성 그룹은 12개의 결속집단이 존재

한다. <Figure 8>에서 회색의 다이아몬드 도형은 

결속집단을 의미하며 숫자는 분석된 결속집단의 

순서이다. 가장 큰 결속집단인 핵심 결속집단(Key 

Clique) 1번에 속한 계열회사는 삼성 자, 삼성물

산, 삼성디스 이,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이

다. 삼성 자는 총 8개의 결속집단에 소속되어 있

으며 다음으로 삼성디스 이와 삼성에스디에스

가 각각 6개의 결속집단에 속해 있다. 

<Figure 10>은 자동차 그룹의 결속집단 결

과이며 19개의 결속집단이 존재한다. 1번 결속집단

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는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모비스(Hyundai Mobis), 

로비스(Hyundai Glovis), 아(Hyundai Wia), 

워텍(Hyundai Powertech), 피코(Hyun-

dai Kefico)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11개, 기

아자동차는 10개의 결속집단에 속해 있다.

<Figure 10> Network of Hyundai's Cliques

<Figure 11> Network of SK's Cliques 

에스 이 그룹의 결속집단 결과를 <Figure 11>

에 나타내었다. 에스 이 그룹은 결속집단이 14개

가 존재한다. <Figure 11>에서 가장 큰 결속집단

은 1번 이외에 2번, 9번이 같은 개수의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에스 이건설, 에스 이에 지, 

에스 이이노베이션(SK Innovation), 에스 이종

합화학 등이 속해 있다. 그리고 에스 이에 지가 

8개, 에스 이건설이 5개, 에스 이네트웍스가 5개

의 결속집단에 속해 있다.

엘지 그룹의 결속집단 결과는 <Figure 12>과 같

으며 결속집단이 10개 존재한다. <Figure 12>에

서 1번과 같은 개수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핵심 결

속집단으로는 2번, 3번, 5번이 존재하고 엘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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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자, 엘지디스 이, 엘지이노텍, 엘지씨엔

에스, 서 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엘지 자가 7

개, 엘지디스 이가 5개, 서 원이 4개의 결속집

단에 속해 있다.

<Figure 12> Network of LG's Cliques 

<Figure 13> Network of Lotte's Cliques 

롯데 그룹의 결속집단 결과는 <Figure 13>과 같

다. 롯데 그룹은 결속집단이 8개 존재하며 롯데쇼

핑, 롯데칠성음료(Lotte Chilsung), 롯데푸드(Lotte 

Food), 롯데로지스틱스(Lotte Logistics)가 1번 결

속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롯데쇼핑은 7개의 결속

집단에 속해 있다.

재벌 내부거래 연결망에서 결속집단 분석을 통

해 하 집단의 연결망 형태와 결속집단을 구성하

는 계열회사들을 악할 수 있었다. 삼성, 자

동차, 롯데 그룹의 경우에는 연결정도와 사이 

앙성이 높은 삼성 자, 자동차, 롯데쇼핑이 가

장 많은 결속집단에 속해 있었다. 결속집단은 재

벌 내부거래에서 강한 연결구조로 이 진 하 집

단이므로 핵심 결속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은 상

호 이해 계가 매우 높다. 

<Table 3> Key Cliques of Each Chaebol

Chaebol 
Name

Clique 
Name

Affiliates

Samsung 1
Samsung Electronics, Samsung 
C&T, Samsung Display, Cheil 
Industries, Samsung SDS

Hyundai 
Motor

1

Hyundai Motor, KIA Motors, 
Hyundai Mobis, Hyundai Glovis, 
Hyundai Wia, Hyundai Powertech, 
Hyundai Kefico

SK

1
SK E&C, SK Energy, SK 
Innovation, SK Global Chemical

2
SK E&C, SK Energy, SK Global 
Chemical, SK Incheon

9
SK E&C, SK Broadband, SK 
C&C, SK Telecom

LG

1
LG Corp, LG Chem, LG 
Electronics, LG Display

2
LG Chem, LG Electronics, LG 
Display, LG CNS

3
LG Chem, LG Electronics, LG 
Display, Serveone

5
LG Electronics, LG Display, LG 
Innotek, Serveone

Lotte 1
Lotte Shopping, Lotte Chilsung, 
Lotte Food, Lotte Logistics

<Table 3>에서 삼성 그룹은 핵심 결속집단에 속

한 계열회사들의 업종 특성 상 수직계열화보다

는 련다각화의 집 화된 내부거래 형태를 보인

다. 자동차 그룹과 롯데 그룹의 경우에는 핵심 

결속집단의 이해 계가 업종의 수직계열화와 

련이 있는 내부거래 형태이다. 

에스 이 그룹과 엘지 그룹은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의 연결정도와 소속된 결속집단의 수는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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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가 없었으나 삼성, 자동차, 롯데 그룹

과는 다르게 다수의 핵심 결속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결구조는 련다각화의 분산된 내부거래 

형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에

스 이 그룹과 엘지 그룹처럼 첩된 연결구조의 

핵심 결속집단 내에서는 결속집단 간 자 흐름의 

개자(brokerage)가 존재한다. 에스 이 그룹은 에

스 이건설이 모든 핵심 결속집단에 속해 있어 핵

심 결속집단 간 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엘지 그

룹은 엘지 자와 엘지디스 이가 핵심 결속집단 간 

연동 개자(interlock brokerage) 역할을 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먼  삼성 그룹, 자동차 그

룹, 에스 이 그룹, 엘지 그룹의 내부거래 연결망에

서 연결정도 앙성이 기업의 효율성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재벌 계열회사들의 

업종과 기업의 규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효율

성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분석하기 해 연

결망 구조 분석과 결속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연

결망 구조 분석은 내부거래 연결망에서 향력이 

높은 계열회사를 시각 으로 악하고 효율성이 

체 연결망으로 되는 경로를 설명한다. 결속집

단 분석은 연결망 구조 분석에서 강한 연결구조를 

구성하는 하 집단 분석을 가능  했다. 그 결과 

다수의 결속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가 조직 내

의 효율성 확산에서 향력이 큰 개자라는 것도 

확인하 다. 이 결과는 재벌의 경 리 측면에서 

조직 내 향력 확산을 통제하고 구조 인 변화를 

주도하기 해서는 내부거래 연결망 내에서 핵심 

결속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을 최상  우선순 로 

두고 경 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걸 보여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는 소유와 지분 계를 심으로 재

벌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인 경제행 인 계열회사 간의 상품․용역거

래 자료를 분석 상으로 선택하여 연결망을 구축

하 고 이를 바탕으로 통 인 데이터 분석에서 

도출할 수 없었던 재벌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연결망 형태와 계성 분석에 있어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벌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매출 

․매입 액의 크기와 기업의 상 효율성 간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내부거래의 연

결정도 앙성, 사이 앙성 분석 결과를 기업의 

재무자료와 함께 해석함으로써 내부거래의 연결망 

구조 형태와 강한 이해 계로 결속된 하 집단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의 한계 으로는 5개 재벌들에게 

모두 동일한 기 을 용하여 계열회사 간 내부거

래의 연결정도 앙성과 사이 앙성 분석결과를 시

각화하 기 때문에 연경망 구조 분석과 결속집단 

분석에서 재벌들의 기업 특수성과 시장에서의 경

쟁력을 반 하지 못한 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재벌의 규모와 업종의 특수성이 반

된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재벌의 계열회사 간 경제행 는 기업지배

구조와 무 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연구범 를 투자활동(출〮자․피출자)과 

자 조달(채권〮․채무)의 역으로 확 하는 것도 필

요하다. 더 나아가 내부거래의 경제행 와 동태  

효율성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다년간의 내

부거래 자료를 연결망으로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

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동태  연구는 

재벌 조직을 민첩하게 리하고 핵심 계열회사를 

선정하기 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 국내 재

벌과 련한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내부거

래 형태에 따른 계열회사들의 경제행 를 정 하

게 분석하기 한 연구로 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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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4> Samsung-Result of Major Affiliates’s Degrees and Efficiency

(Currency Unit：1B KRW)

Sales
Rank

Affiliate Name
Degree Bet.

Degree
Eff.
(%)

Total
Sales

Internal Trans.

In Out Sales Pchs

1 Samsung Electronics *41 41 *961 100 158,372 2,234 14,291

2 Samsung Display 32 3 157 74 29,386 4,330 2,604

3 Samsung Life Insurance 26 52 384 100 19,206 155 325

4 Samsung C&T Corporation 27 32 248 81 18,844 3,259 1,817

5 Samsung Fire and Marine Ins. 23 *62 400 94 15,205 509 439

6 Samsung Heavy Industries 23 14 16 69 14,706 87 382

7 Samsung Engineering 23 12 22 100 8,234 2,085 108

8 Samsung Total 20 6 2 100 7,869 2,135 1,039

9 Samsung Electro-Mechanics 27 6 8 71 6,119 1,252 226

10 Samsung SDS 27 61 481 64 4,632 3,309 385

11 Cheil Industries 30 9 98 61 4,277 472 571

12 Samsung SDI 24 13 39 21 3,989 246 274

13 Samsung Everland 24 53 328 18 3,018 1,299 124

14 Samsung Card 18 51 118 28 2,811 166 148

15 Samsung Techwin 23 17 44 41 2,758 198 115

16 Samsung Petrochemical 17 2 0 100 2,364 361 799

23 Samsung Electronics Logitech 16 12 5 100 1,070 979 13

25 Semes 10 6 0 56 897 586 7

Note) Total affiliates：74, Fiscal year：2013.

<Table 5> Hyundai Motor-Result of Major Affiliates’s Degrees and Efficiency

(Currency Unit：1B KRW)

Sales
Rank

Affiliate Name
Degree Bet.

Degree
Eff.
(%)

Total
Sales

Internal Trans.

In Out Sales Pchs

1 Hyundai Motor
*
33 34

*
543 100 41,691 2,370 10,034

2 KIA Motors 29 18 136 100 28,332 736 9,790

3 Hyundai MOBIS 31 8 105 100 17,512 8,446 2,597

4 Hyundai Steel 23 14 101 34 12,814 4,325 1,969

5 Hyundai E&C 25 27 356 41 10,591 418 922

6 Hyundai GLOVIS 20 23 114 100 10,174 2,966 1,043

7 Hyundai WIA 24 14 107 67 6,287 3,769 986

8 Hyundai POWERTECH 18 6 1 65 3,273 1,629 293

9 Hyundai Capital 13 35 143 22 3,176 51 1,220

10 Hyundai Rotem 20 10 57 33 3,044 532 143

12 Hyundai Engineering 16 32 177 46 2,616 1,497 39

13 Hyundai Card 12 16 51 15 2,515 224 153

15 Hyundai KEFICO 12 10 12 70 1,503 1,113 255

16 Hyundai Hysco 21 11 41 100 1,316 1,070 4,010

17 Hyundai AutoEver 14
*
44 189 72 930 760 8

18 SamWoo 6 9 5 90 906 791 809

21 Hyundai Autron 8 7 3 100 644 642 6

Note) Total affiliates：58, Fiscal ye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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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K-Result of Major Affiliates’s Degrees and Efficiency

(Currency Unit：1B KRW)

Sales
Rank

Affiliate Name
Degree Bet.

Degree
Eff.
(%)

Total
Sales

Internal Trans.

In Out Sales Pchs

1 SK Energy 35 22 283 100 43,613 19,227 8,335

2 SK Networks *39 56 *1094 100 23,739 1,858 7,612

3 SK Global Chemical 24 13 100 100 15,590 5,067 10,963

4 SK Hynix 22 8 112 100 13,896 75 600

5 SK Telecom 39 37 380 82 12,860 321 3,721

6 SK E&C 32 29 576 51 7,505 2,470 139

7 SK Gas 8 5 4 72 4,196 650 426

8 SK Trading Intl 12 3 0 100 3,530 1,580 1,918

9 SK Incheon Petrochem 17 4 4 20 2,842 2,411 984,

10 SK Lubricants 23 5 162 48 2,663 288 1,258

11 SK Broadband 28 50 484 26 2,539 617 834

12 SKC 26 10 177 22 1,851 263 540

13 SK C&C 21 *60 333 30 1,805 894 149

14 Ko-one Energy Service 12 15 33 42 1,583 47 16

15 SK Innovation 29 23 309 12 1,493 309 216

16 SK Chemicals 25 13 174 18 1,484 145 258

17 SK Shipping 17 5 3 11 1,425 462 29

18 SK Planet 26 34 183 55 1,378 644 351

27 SK Telesys 7 10 127 18 451 339 64

Note) Total affiliates：81, Fiscal year：2013.

<Table 7> LG-Result of Major Affiliates’s Degrees and Efficiency

(Currency Unit：1B KRW)

Sales
Rank

Affiliate Name
Degree Bet.

Degree
Eff.
(%)

Total
Sales

Internal Trans.

In Out Sales Pchs

1 LG Electronics
*
28 31 466 100 28,078 2,895 5,131

2 LG Display 24 1 53 100 25,854 1,350 3,926

3 LG Chem 25 19 234 100 20,255 3,414 1,523

4 LG Uplus 24
*
48

*
632 78 11,452 145 1,950

5 LG International Corp. 16 7 7 100 5,555 357 591

6 LG Innotek 20 10 91 72 5,504 1,569 223

7 Serveone 27 40 362 100 3,833 2,726 119

8 LG CNS 23 41 373 71 2,374 999 404

9 LG Hausys 21 14 194 67 2,285 83 504

10 LG Household and Health Care 23 18 141 77 2,238 80 129

11 Hiplaza 12 20 27 100 1,466 54 1,169

12 Coca-cola beverage 16 7 21 95 1,003 11 118

13 LG Siltron 13 2 1 22 844 10 68

14 LG N-sys 10 25 30 90 785 324 8

15 See Tech 2 2 0 100 573 250 59

16 LG Corp. 10 23 18 100 568 353 51

18 Thefaceeshop 9 2 0 100 491 2 16

19 Hilogistics 8 14 4 100 414 375 8

21 Lusem 7 5 0 64 390 329 69

Note) Total affiliates：61, Fiscal ye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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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otte-Result of Major Affiliates’s Degrees and Efficiency

(Currency Unit：1B KRW)

Sales
Rank

Affiliate Name
Degree Bet.

Degree
Eff.
(%)

Total
Sales

Internal Trans.

In Out Sales Pchs

1 Lotte Shopping
*
38 47

*
710 100 16,562 272 1,950

2 Lotte Chemical 25 12 363 100 12,273 959 569

3 Lotte E&C 21 26 137 46 4,306 1,596 47

4 Lotte Himart 15 26 47 89 3,511 6 45

5 Hotel Lotte 26 33 97 27 3,371 56 390

6 Korea Seven 28 21 97 75 2,133 51 1,354

7 Lotte Logistics 17 28 32 100 2,128 2,002 193

8 Lotte Chilsung Beverage 28 35 238 32 2,029 230 664

9 Lotte Insurance 16 53 299 20 1,824 50 45

10 Lotte Confectionery 26 52 205 23 1,610 243 270

11 Lotte Card 28 38 322 49 1,592 275 121

12 Lotte Food 22 37 147 100 1,568 430 344

13 Lotte Aluminium 26 42 213 19 990 530 66

14 Lotteria 26 26 46 44 975 23 338

15 Lotte International 20 21 37 50 879 572 259

16 Lotte Homeshopping 20 17 9 96 773 74 120

17 FRL Korea 14 1 0 100 694 28 62

18 Lotte Station Building 18 18 45 100 674 9 39

19 Lotte Data Communication 25
*
59 360 15 600 444 50

20 Lotte Capital 14 46 89 29 598 38 9

Note) Total affiliates：82, Fiscal yea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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