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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국제경영학 전공

다와자브 헝거르졸

본 연구는 CEO의 유형이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간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

들은 TMT가 기업의 전략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외부 내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

나 기업에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CEO를 고려해보지 않았다.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핵심 전략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

식되며, 경영진의 효율적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로 분리

하여 각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

다. 즉 ‘CEO의 유형’을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독립변수(TMT 배경 다양

성)와 종속변수(R&D 지출)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0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15개의 기업을 표본 추

출하여 검증해 본 결과 TMT 배경 다양성은 R&D 지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CEO 유형을 조절변수로 활용한 결과, CEO가 소

유경영자인 경우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TMT 배경 다양성, 경영진 자유재량권, 대리인 이론, 청

지기 이론, 상층부, 최고경영자의 유형

◆ 학 번 : 2010-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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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내부 및 외부 환경 기회 및 압박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조직

의 능력은 경쟁력과 생존이 보장되는 또 하나의 길이다. 조직 대응의 특

성과 효과는 최고경영(top management)이 계기나 전략적 문제를 해석하

는 방법과는 일부 다를 수 있다. 조직의 역할은 “조직의 현재 및 미래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발전과 사건” (Dutton &

Duncan, 1987)을 정의하는 역할과 외부 환경과 기업 사이의 중요한 연

결을 제공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환경 기회와 문제 동일화, 관련 정

보 해석, 조직의 기능과 제약조건 고려 및 공식화 전략적 변화를 구현하

는 설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지배연합”이다. Hambrick & Mason

(1984)은 “상층부” 관점에서 TMT과 전략 선택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최고경영진과 전략 혁신과

성과 등 조직 수준의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였다(Bantel &

Jackson, 1989).

TMT 배경 다양성(이질성)은 의사 결정에 있어 정보 출처, 관점, 창

의성과 혁신의 다양성을 나타내며 특히, 특정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변

화와 위험을 감수할 의지를 제안한다. 조직의 리더가 기업 성과를 결정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조직 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일부 연구

에서는 의식적 행동의 다양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기업의 운명

을 결정하는 강력한 의사 결정자라고 하였다. 그 중간 위치의 연구들은

경영자를 외부 환경과 조직의 받침목이 되며 따라서 환경에 적응을 촉진

한다고 하였다(Child, 1972). 이 후자 연구들의 경우 상황 요인은 실행

가능한 전략적 선택을 제한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결정적이지 않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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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본 연구는 첫째,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상층부 이론(Upper Echelons Theory, Hambrick

& Mason, 1984)에 따르면 TMT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략 선택 및 성과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Upper

Echelons 이론에서는 이러한 배경 다양성에는 최고경영진의 연령, 조직

근무 연한, 교육 수준, 전공학문 분야, 기능적 배경 등과 같은 객관적으

로 측정 및 관찰 가능한 특성들을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TMT 배

경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KOSPI 115개

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둘째, TMT 배경 다양성과 R&D지출을 조절하는 변수로서 CEO 유

형(type)을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에 관

련된 연구는 Hambrick& Mason(1984)이 Upper Echelons Theory을 주

장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CEO의 유형을 소유경영자

(owner manager)와 전문경영자(professional manager)로 나누었다.

R&D 지출 특성이 그 성과가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므로 단

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부(-)의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도 있다

(Hoskisson 1993). 그렇지만 R&D 투자는 기업의 생존(Survival) 및 장

수(Longevity)를 결정짓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선택이며 기업이 평균 이

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D를 적절히 투자해야 한다(David,

Hitt, & Gimeno, 2001).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논문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핵심 전략을 결정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며(Child, 1972; Hambrick &

Mason, 1984), 경영진의 효율적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CEO의 유형(소유경영자이냐 전문경영자이냐)을 조

절 변수로 사용하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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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의 연구배경 및 목적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통하여 크게 TMT 배경 다양성과 CEO 유

형에 관한 문헌 연구로 나누어 가설을 도출한다.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들을 정리해 보고 이에 조절 변수

가 미치는 영향을 또한 고려해 봤다. 제 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표

본, 자료 수집, 변수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며 제 4장에서는

수립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 5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관한 분석과 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4 -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설정

제 1절. TMT 배경 다양성에 관한 문헌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기업 총수 및 직계, TMT의 배경 다양성에 따라

R&D 지출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KOSPI 115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Upper Echelons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최고경영진의 관찰될 수

있는 유형들이 그들의 인식적, 심리적 유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상층부는 최고경영진의 인식적 기반과 가치의

지표로서 관찰 가능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기업의 성과 사이에 특정

한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Wiersema & Bantel, 1992;

Hambrick & Mason, 1984). Upper Echelons 이론(Hambrick & Mason,

1984)에 따르면 TMT의 구성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략선택 및 성능과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Upper

Echelons 이론에서는 이러한 배경 다양성으로, TMT 연령, 학력, 전공,

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Upper Echelons

이론은 보다 객관적이고, 반복적이며,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가능케 한다.

정보 출처(information source)과 관점(perspective)의 다양성은 결국

변화와 변화를 향한 운동량의 타당성 인식에 이르게 하여 조직의 신념구

조 차별화를 제안한다 (Dutton & Duncan, 1987). 표1은 TMT의 인구

구성의 두 가지 주요 경향을 표시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이질성이 의사

결정에 있어 정보의 출처와 관점과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다양성을 나타

낸다.

개인내의 기능적 다양성(intrapersonal functional diversity)은 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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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능

영역들로부터 구성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역간의 활발한 상호작

용이다. 그 이유는 기능적 경험과 높은 개인내의 기능적 다양성을 가진

경영진은 더 크고 구조적이며 희소한 네트워크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들은 좋은 지식을 어디서 얻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있다. 둘째, 높은 개인내의 기능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은

팀과 조직의 업무 흐름에 있어 더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의

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nnella, Long-Hun, & Ho-Uk..

2008). 셋째, 경영자 같은 경우는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파

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초

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높은 개인내의 기능적 다양성은 경영진의 잘

못된 의사 결정을 줄일 수 있다(Raskas & Hambrick, 1992).

TMT 수준에서 개인내의 기능적 다양성은 몇 가지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경영진의 높은 개인내 기능적 다양성 특징은 자연스럽게

구성원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 내 네트워크를 서로 중복시킴으로써

각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배경을 갖게 된다. 둘째, 앞에서 언급했듯 개

인내 기능적 다양성은 좁은 규모의 기능 경험 경영진 특징인 편협성

(Parochialism)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Raskas & Hambrick, 1992).

Bunderson & Sutcliffe (2002)는 개인내 기능적 다양성은 TMT 내에 정

보 공유 강화 및 “이해 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사용 가능한 정보를 보

다 효율적으로 통합시킨다고 본다. 경영진의 광범위한 경험은 팀의 의사

결정 강화 경향 및 정보 공유 수준에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Bunderson

& Sutcliffe, 2002).

제 1항. 혁신(Innovation) 및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

최근 급속한 발전, 기술 격차의 감소, 소비자욕구의 세분화와 다양

화, 제품 수명의 단축화,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등은 시장과 고객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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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키도록 기업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와 극복에 대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혁신이다. 이는 미래

의 기술,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핵심 원천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

위를 보장한다(Balkin, Markman & Gomez-Mejia, 2000).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R&D 투자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 내 외부의 지식을 흡수 또는 창출하여

획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운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Cohen & Levinthal, 1990). 이러한 R&D 투자는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서, 기업이 평균 이상의 이익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적절히 해야 한다(Wiersema &

Bantel, 1992).

그렇지만 R&D에 대한 투자는 투자 집약적인데 반해서 결과물이 나

오는 기간이 길고 그 결과도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R&D투자는

일반 투자와 달리, 그 성과가 불확실하며, 나타난다고 해도 장기에 걸쳐

서 나타나며,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오

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의 R&D 지출 결정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관련된 전략적 투자 결정이자 일정수준의 위험을 수반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기업에서 전략을 수입하여 세부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TMT의 몫이므로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TMT 위험 선호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TMT 배경다양성과 R&D 지출 관계에 있어 (1) 성공적인 혁신을 설

정하는 기업의 R&D 능력, (2) 기업의 높은 이익으로 이어질 R&D의 능

력, (3) 기술적인 노력에 자금을 투자하는 조직을 위한 인식 등 세 가지

가 중요하다. 조직이론의 학자들은 아직 혁신의 단일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Wiersema & Bantel(1992)는 혁신에 대해 혁신 프로세스, 서비

스, 프로그램 또는 제품을 포함한 불연속 아이템(discrete items) 혁신,

조직의 특성 혁신(즉, 혁신성) 등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개념적으로 이



- 7 -

세 가지 용도는 서로 호환된다. 기업은 “혁신”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 소유 및 판매용 혁신적인 제품,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또는 채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혁신 “프로세스”은 혁신 “아이템”의 절정을

의미하며 기업 주기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자주 “혁신”으로 설명된다.

Bantel & Jackson(1989)은 혁신”아이템”(제품,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들을 기업이 채택하거나 개발한다고 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의 핵심 활동에 관련된 생산 공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혁신은 조

직의 기술적 코어(core)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리 혁신은 조

직 구조의 변화와 조직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관련되며 이러한 혁신은 조

직보다 주변, 행정 코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Bantel &

Jackson, 1989). 기술과 관리 또는 혁신 자원 투자에 대한 결정은 최고경

영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수많은 모델과 설명이 있다(Daft &

Weick, 1984). 이 모델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1) 문제 식별 및 수

립, (2) 탐사, 형식화 및 문제 해결, (3) 의사결정 보급 및 구현 등 의사

결정 과정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ntel &

Jackson, 1989). 의사 결정자의 개인적 특성은 결정 프로세스의 각 단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론과 연구는 문제 식별 및 해결

단계에서만 개인 특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문제 식별 및 수립하는 과

정에서는 팀 구성원들이 복잡한 자극과 여러 가지 응답을 한다. TMT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단서에 참여를 하고 상황에 대한 다른 이해를 구

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 팀은 문제 식별과 수립 시 가용정보와 그

것이 제공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팀 구성이

발생한 솔루션의 개수, 종류, 품질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에 대한 논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룹 이질성은 창의력과 혁신의 높은 수준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Bantel & Jackson, 1989). TMT 구성원들의 시선의 다른 관점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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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참신, 솔루션 등을 추천하는 포괄성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는 다양한

그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는 팀의 멤버들의 능력과 상호 관점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연구진은 다양한 솔루션과 관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그룹의 토론, 의사소통, 고품질의 의사결정을 자극한다고 하였

다.

<그림 1>.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

인구 통계학과 인지적 관점의 연관성

최고 팀이 전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각 관리자 인식과

해석은 자신의 “인지적 기반(Cognitive base)”을 반영한다. 이전 연구는

미래의 사건, 대안 지식 및 대안에 부착된 결과에 대한 가정으로 인식

기준을 정의했다 (Hambrick & Mason, 1984). Hambrick &

Mason(1984)은 경영자의 인지적 기반이 만드는 인식적 과정이 기본 의

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안 하였다. 첫째, 경영자

의 시각(vision)의 필드(field) 또는 주의가 전달되는 환경에서 영역을 제

한한다. 둘째, 경영자는 그의 시각에서 자극 중 일부분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선택적 인식이 발생한다. 셋째, 인지적 기반의 렌즈를 통해 처리

된 정보를 필터링한다.

이것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 결정 그룹으로 최고경영진의 기

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의사 결정 과

정에서 TMT 구성원에 의해 표현되는 인지적 기반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Hambrick & Mason (1984) 모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TMT 구성원들의 인지적 기반의 팀의 정보 수집과 처리 특성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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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의 수와 다양성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인지적 기반은 교

육 및 배경 등 경험에서 진화하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품질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Hambrick & Mason, 1984).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 효과

다양성 효과는 TMT 특성의 상대적 동질성(homogeneity) 또는 이질

성(heterogeneity)을 참조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점

의 폭을 제안한다. 표1-에서는 TMT 배경 다양성의 이질성은 의사 결정

에서 정보 출처와 관점,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MT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이 전략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에 연결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동질성과

유사성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의 인식 진로로 이끈다. 집단 구성원 공유

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출생 또는 조직 구성 진입한 경

험이 있거나 사회 환경 및 조직 사건과 비슷한 노출을 나타낸 것을 의미

한다. 언어 공유는 의사소통 주파수와 통합 강화(O'Reilly, Caldwell, &

Barnett, 1989), 비슷한 경험, 신념 및 가치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개발

되고 있다.

연대, 후원, 상호 선택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식의 적합성과 그것

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선도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높은 공감대(Dutton

& Duncan, 1987)와 연속성을 선도하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적합성은, 특히 높은 상호 의존성 특징은 기업 다각화

자세와 TMT 구성원들 간의 통합 요구 기능이 될 수 있다.

동질 그룹은 또한 정보에 대한 개방성 부족과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팀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연구

에 의하면 구성원들의 인식이 가치, 신념 및 태도, 팀 동일화 및 결합의

증가로 보였다. 응집력은 결국 높은 적합성, 사전 행동 방침에 대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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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 정보 개방성 부족 그리고 팀의 충분한 정보사용 능력 방해와 관련

이 있다.

반면, 인구통계학적 이질성은 팀의 인지적 기반의 다양성을 나타낸

다. Hambrick & Mason's (1984) 모델에 따르면, 이질성 팀은 다양한 출

처로부터 정부 수집 및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Dutton & Duncan (1987)는 조직의 신념구조 차별화, 낮은 기대치 높은

복잡성으로 정의된 정보를 변경 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변화의 운동량

(momentum)에 대한 검색 강화를 상정하였다. 그룹 이질성은 창의력과

혁신의 높은 수준 (Bantel & Jackson, 1989)과 연관된 것으로 제시됐다.

개인의 연령(Age)는 인지구조 및 의사결정의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이며, 위험 인식과 변화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Bantel &

Jackson, 1989).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본 규범이

나 관습이 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혁신적

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인이 연

령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지고, 더 많은 정보를 비교, 검

색 후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Wiersema & Bantel, 1992).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경향은 나타

난다. TMT 내 인구 통계학적 이질성이 의사 결정에 있어 정보의 출처

와 관점과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다양성을 나타낸다. TMT 배경 다양성

은 R&D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H1: TMT 배경 다양성은 R&D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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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CEO 유형에 관한 문헌 연구

제 1항. CEO의 유형

CEO 특성과 기업 성과 및 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CEO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

수로는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속성변수를 활용하거나 인구통계학적 변수

를 활용하기로 한다. 심리적 속성 변수는 경영자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

줄 수 있으나 측정의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연구결

과의 신뢰성을 저하 시킬 가능성도 높이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CEO의

유형을 TMT 배경다양성과 R&D 지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

로 사용하였다. CEO의 유형은 소유경영자(owner manager) 및 전문경영

자(professional manager)로 나눈다.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로 각 경영자에 대

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주인 손실은 대리인 통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대리인 이론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기본인 지배(governance) 연

구로 보이지만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은 대리인 이론의 이론적 한계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에서 만들어진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

관계 차이 결과로 개인주의적 유용성 동기에 대한 가정은 모든 경영자한

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 생활의 복잡성을 무시하기 때

문에 대리인 이론의 배타적인 의존이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인 이론은

기타 비경제적인 가정에 따라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대리인 이론은 경영자와 주인의 이해관계 차이를 해결하지만 추가적

인 이론은 이해관계의 정렬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청지기

이론은 기타 행동 전제(behavioral premises)를 기반으로 관계를 정의하

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Donaldson & Davis, 1991). 청지기 이론은 경영

자가 개인적인 목표에 의해 동기 되지 않는 상황을 정의하고 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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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의 동기들은 주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청지기라고 하였다. 경영자

및 상황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영자와 주인의 이해관계 통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지기 이론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아직 일

반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가정 및 메커니즘의 측면에

서 청지기 이론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청지기

이론은 정확하고 대리인 이론은 잘못됐다는 하나의 방법에 기반을 하였

다(Donaldson & Davis, 1991). 청지기 이론은 다음과 같은 용어, 범위,

가정 및 제한과 함께 설명된다. 심리적 및 상황적 요인은 주인과 경영자

의 이해관계 정렬을 설명한다.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에 대한 프레

임워크는 경영자의 개인의 특성과 상황 특성의 상호 작용의 논의를 통해

제공된다.

청지기 이론은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 유래가 됐으며 청지기들은 그

들의 주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

도록 설계됐다(Donaldson & Davis, 1991). 청지기 이론에서 경영자의 조

직 지향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보다 큰

유틸리티를 가져다주는 청지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기적인 행동과 조직

지향적인 행동 사이의 선택에서 청지기의 행동은 자신의 조직의 이익에

서 출발한다. 청지기는 협동적인 행동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지기와 주인간의 이해관계가 정렬이 되지 않을 경우

청지기는 자기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에 높은 가치를 둔다. 그 이유는 청

지기가 합동적인 행동이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

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의 차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을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있

지만 전문경영자(professional)가 대신 맡아서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이 전문경영자는 기업에 있어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만을 맡아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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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 경영자가 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소유자가 주인(principal)이

되고 전문경영자가 대리인(agent)이 된다. 대리인 이론은 이들간의 이익

극대화를 바탕으로 한다(Eisenhardt, 1989). 즉 대리인 이론은 인간을 자

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며, 주인과 대리

인은 가능한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과

관계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또한 주인이 사전에 대리인

의 이익 극대화 성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인은 잠재적 손실을 제어

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모색하게 되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

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대

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려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리인 이론의 한계와 경계는 대리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

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대리인의 의욕이 문제될 경우 주주는 주인과 대리

인의 이익 함수의 인식과 관련된 위험 감소를 원하며 대리인 처방전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비판을 받아왔다. Doucouliagos (1994)

는 이기적으로 모든 의욕을 라벨 하는 것은 대리인의 행동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이론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

충했을 때 적절한 모니터링과 잘 계획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정렬에 전

환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Hambrick(2007)는

Upper echelons 이론에 TMT 내부 파워 분배 및 TMT 행동 통합

(behavioral integration) 등 2가지를 추가시켰다. Wasserman(2006)는

TMT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을 경우 TMT 다양성은 전략

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 배경을 가

진 TMT구성원들의 비율이 클 경우 더 많은 기업을 인수 할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소유경영자보다 파워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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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이론(Steward theory)

소유경영자는 말 그대로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하고 경영하는 자로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며 이를 청지기 이론으로 설명한다. 청지기 이

론은 대리인 이론과 직접적으로 대조된다. 인간 행동에 있어 넓은 범위

를 가지고 봤을 때 개인은 단지 이기주의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주의와 관용 서비스도 있다는 것이다(Davis,

Schoorman, & Donaldson, 1997). 또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행동하고 오직 경제적 고려에 의해 동기 되는 인간과는

달리 청지기 지지자들은 개인의 가치와 열망의 성취를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한 높은 수준의 요구로 보고 있다(Donaldson, 1990). 대리인 이론에

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며,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

한다(Eisenhardt, 1989). 반면 Stewardship Theory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보다는, 조직을 위하고 전체주의적으로 행동

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질 수 있는 인간상을 가정하고 이를 steward

라 부른다(Davis, Schoorman, & Donaldson, 1997). 즉, 경영자가 대리인

(agent)이 아니고, 청지기(steward)인 경우 경영자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 보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더 만족을 느끼고, 경영자

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가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리인 이

론에서 언급한 바와 달리 조직 중심적 청지기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청지

기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이는 감시와 인센티브와 같은 대리

인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과에 대한 욕구, 책임감, 타인으로부

터의 인정과 더불어 이타주의, 신뢰, 권위존중, 직무수행으로부터 오는

내적 동기 유발로 인해 상쇄된다.

청지기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청지기 이론에

서는 청지기가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본다. 그들의 목적은 청지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외부 소유자(배당금과 주가이익에 긍정적인 효과)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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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청지기 이론가들은 조직과 주인의 만

족도 성취 사이에 대한 강한 관계를 가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지기

의 유틸리티 기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청지기는 기업 성과를 통해 주주

의 자산을 보호하고 극대화 할 수 있다. 주주 목적의 잠재적인 다양성을

감안할 때 청지기의 행동은 조직적 중심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경쟁하는

이해 관계자와 경쟁하는 주주의 목표와 느슨하게 결합된 청지기들은 조

직의 최선의 이익을 동일화하는 결정을 내릴 동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조직 지향적인 청지기는 주주의 이익 만족 및 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동한다.

이 모든 설명은 청지기에게 “생존”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분

명히 청지기는 생존을 위해 수입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과 청지기의 차

이점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이다. 청지기는 개인의 요구와 조직

의 목표 간의 상충 관계를 실현하고 조직, 집단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개

인의 요구사항 충족시키려고 한다. 청지기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직과

그 소유자와 정렬시킨다. 따라서 청지기의 이해관계와 유틸리티 동기가

개인의 목표보다 조직의 목표로 전달된다. 소유경영자는 기업에 있어 의

미 있는 경력을 추구하는 청지기 태도를 생성시킨다. 그는 주요 사회 집

단의 소중한 구성원이어야 하고 자아실현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다. 소유경영자는 기업에서 자신의 참여 상

태와 사회적 자본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사업에 있어 그들의 충성을

동기 부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후손에 대한 걱정은 소득, 경력

그리고 뒤이어갈 사람들을 위한 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

직 육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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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청지기 이론과 대리인 이론의 비교표

청지기 이론 대리인 이론

CEO type 소유 경영자 전문경영자

Key concept
경영자는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과 일치시킴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익극대화를 바탕으로 함

Model of manager 자기잠재력을 실현하는 인간 경제적인 인간

Behavior 집단적인, 이타주의 이기적인

Motivation

소유권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요구(장기적 성과,

자기잠재력 실현)

경제 요구(단기적 성과,

안전, 경제)

Power 파워와 리더십이 강하다 파워와 리더십이 약하다

경영자의 리더십은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기회를 최대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 소유경영자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자

보다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진다. 청지기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책임

감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경영자는 재임기간

이 일반적으로 소유경영자에 비해 짧으며 소유경영자는 본인이 기업 소

유자이기 때문에 재임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자의 파워가

강해지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소유경영자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

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문경영자보다 파워가 강할 하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소유경영자가

전문 경영자보다 파워가 강하므로 TMT가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TMT 배경 다양성은 서로 다른 지식과 다양한 스타일의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전략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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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 요구를 통해 경영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Milliken & Martins, 1996). 전략적 다이나미즘(dynamism)을 직면한

TMT에는 구성원들의 교육 및 기능적 배경, 경력, 연령 등은 다른 요소

들보다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령 및 성별 차이가 충돌

을 가속화하며 TMT 내 특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높인다(Milliken & Martins, 1996). 이러한 배경다양성은 기업

성 및 R&D 지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경다양성이 정의 효

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배경다양성이 좋은 방향으로 통합

(behavioral integration 포함)되어야 한다.

행동 통합(Behavioral integration)이란 TMT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

과 집단적인 상호 작용에 종사하는 정도를 말한다. Hambrick(1984,

2005)에 의해 개발된 팀 프로세스 구성은 TMT의 사회적 자원(팀의 공

동 행동의 수준)과 두 개의 작업 치수(팀의 정보 공유 수준 및 그것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로 구성된다. Hambrick(1984)은 상호작용 강화

프로세스는 사회 통합, 통신 품질과 같은 프로세스보다 TMT를 더 통합

시킨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진정한 응집력 팀은 “집단 사고”를 경험할

수 있지만 행동 통합 팀은 문제 발생 경향이 적으며 그 이유는 작업 프

로세스는 과대한 응집성을 감소시킨다고 Hambrick가 주장하였다. 이런

사회적 동일화는 추종자들 중에 자부심, 존경, 신뢰 그리고 충성을 만들

며 이는 TMT 구성원들이 서로 더욱 협력을 하여 집중적으로 정보 공유

를 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된다.

또한 TMT가 행동으로 통합될 때 그것은 기업 최고경영자 및 기업

추구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TMT 행동 통합이 부족할 경우 아무리

구성원들이 각자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 서로간의 내부 정보 교류, 협동 및 상호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 결정, 정보 및 활동 공유 등의 행동 통합을

함으로써 TMT는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와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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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층부에 따르면 TMT 배경 다양성이 전략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R&D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영향력은 CEO의 유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EO의 파워가 강해질수록 TMT 특성

(characteristic)의 설명력이 없어진다. 즉 CEO가 파워가 약할 경우

TMT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증가한다. 반면 CEO의 파워가 강

하면 TMT의 특성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에 비해 조직 내에서 큰

파워를 가진다. 대량의 주식 보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전문경영자와는

달리 기업의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TMT 특

성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경영자는 이사회의 통제 및 감시를 받

으나, 소유경영자는 이사회의 구성 및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에 비해 조직 장악력이 높다

(Stulz, 1988). 또한 소유경영자는 이사회의 통제 및 감시에서 보다 자유

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자신의 의지대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에 비해 통제기제(Control Mechanism)의

도입 및 구성을 자신이 조율할 수가 있다(Walsh & Seward, 1990). 또한

최고경영자가 이사회의 의장도 겸임할 경우, 자신의 선호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증가한다(Kesner, Victor & Lamount, 1986). 이 논의는

경영자의 자유재량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다음 항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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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경영진의 자유재량권(Managerial discration)의 조

절 효과

상층부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

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Lieberson and

O 'Connor, 1972). 이 같이 제한된 자유재량권 조건하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조직 및 환경요인이 이에 대한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Hambrick and Finkelstein,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EO의 파워가 최고경영진이 조직의 전략 즉 R&D 지출에 미치는 영

향을 경영진의 자유재량권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경영진의 자유재량권

경영진의 자유재량권(managerial discretion)은 경영자가 기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의 폭(latitude of

action)을 말하며 자유재량권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행동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Finkelstein & Hambrick, 1990). 또한 산

업 내에 존재하는 경쟁의 강도와 산업발전단계, 조직내부의 관성, 경영자

의 개인특성 등이 경영자 행동의 폭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Hambrick(2007)은 자유재량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힘에 의해 결

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환경의 다양성 및 변화의 정도, 둘째, 조직이

행동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영자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경

영자 스스로 행동에 대한 여러 과정을 구상하거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이

다.

상층부 이론의 의미는 아주 깊고 간단하다. 상층부 이론은 경영상의

자유재량권의 존재할 경우에만, 조직성과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유재량권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경영 특성이 전략

과 성과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재량권이 부족할 경우 경영자

특성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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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Hambrick, Finkelstein, & Mooney, (2005)는 상층부 예측에

있어 “경영진 직무강도”라는 또 다른 모더레이터를 소개하였다. 일반적

인 이미지는 큰 압력을 받고 매우 무거운 짐과 운영을 하고 있는 CEO

이지만, 현실은 경영진(CEO포함) 그들 직무가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CEO들은 매우 강화된 전략을 가지고 넉

넉한 환경에서 경영을 하는 반면에 다른 경영자들은 이런 등받침이 없는

대신 매우 유능한 부하 직원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직무강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주장하였다. 직무의 어려움(예를 들면 어려운

전략적 환경), 성능과 문제(예를 들어, 요구 소유자 또는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의 열망(예를 들어, 최대의 성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개인 욕망) 등

이다. 과도한 직무강도를 갖게 된 경영진은 정신적인 지름길을 가지고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시도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선택은 그들

배경과 성향을 반영하게 된다. 반대로, 최소한의 직무강도에 직면한 경영

진은 자신의 분석 및 의사 결정에 있어보다 포괄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객관적 조건과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좋은 경영진 직무강도와 경영진 특성과 전략 선택 간의 강력한 관계를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자유재량권의 논의를 종합하여, CEO의 유형에 연결시켜본다면,

CEO의 조직에 대한 장악력, 파워, 그리고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TMT의

자유재량권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시킬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CEO의 과도한 권한은 TMT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유경영자는 전문경영자일 경우에 비하여 조

직에 대한 파워 및 영향력이 더욱 강하므로 TMT의 자유재량권을 제한

하고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소유

경영자는 전문경영자에 비하여 TMT가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

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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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H 2: TMT의 배경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CEO 유형에 따라 조절되는데, CEO가 전문경영자일 때보다 소유경

영자일 경우 이 정(+)의 영향이 더욱 작아질 것이다.

<그림 2> 연구 모형



- 22 -

제 3장. 실증연구방법

제 1절. 자료수집 및 표본

실증 분석을 위한 표본은 2010년 유가증권시장(KOSPI)에 등록된 기

업 중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에 대

한 재무 자료는 KISVALUE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CEO 유형 확인

을 위한 자료는 KOSPI 200 기업 5대 주주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하여 수

집하였다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R&D 지출이다. R&D 투자 정도를 종속변수

로 측정한 실행연구는 다양하지만 이중 R&D 강도(intensity)는 매출액으

로 나눈 R&D 지출을 1-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로 측

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TMT 배경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TMT

배경 다양성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통계적 속성인 TMT 기능

배경 이질성(Functional background heterogeneity)(A)과 연령 이질성

(Age heterogeneity)(B)이다. TMT 기능배경 이질성(Functional

background heterogeneity)(A)는 1-HHI(Hirschman-Herfindahl index)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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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였다. 연령 이질성(Age heterogeneity)(B)는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하였다.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

이다. 표본 당시 연도인 2010년에서 생년월일상의 출생연도를 차감함으

로써 측정하였다. 우선 TMT 구성들의 대학교 및 대학원 전공을 인문계

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의학약학계열 등으로 구분

하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CEO 유형(C)이다. CEO 유형은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조절한다. CEO

유형은 소유경영자(owner manager)와 전문경영자(professional

manager)로 나누어지며 측정은 KOSPI 5대 주주 구조를 사용하였다.

소유경영자 여부: KOSPI 5대 주주 중 하나일 경우 1, 아니면 0으로 처

리한 더미변수이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TMT 규모, 총자산순이익율(ROA: Return On Asset), 자

산, 매출액증가율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TMT 규모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다. TMT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연구

개발과 같은 위험한 투자에 대한 동기가 커지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연

구개발과 같이 장기 투자를 견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에

서는 TMT 규모를 총 등기 구성원들의 숫자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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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Min Max 1 2 3 4 5 6 7

1. R&D 강도 0.013 0.027 0 0.199 　 　 　 　 　 　 　 　

2. 제품다양화 0.547 0.291 0 1 0.18

3. 자산 0.52 1.245 1.15 10.718 -0.01 0.22

4. 매출액증가 0.199 0.274 -0.241 2.375 0.00 -0.04 -0.17

5. 성과 0.097 0.087 -0.287 0.34 -0.14 -0.01 -0.11 0.03

6. TMT 규모 2.159 0.282 1.609 2.944 0.00 0.04 0.18 -0.13 0.01

7.TMT이질성(전공) 0.814 0.101 0.5 0.951 -0.03 0.25 0.12 0.01 0.14 0.37

8.TMT이질성(연령) 0.173 0.286 0.022 1.847 0.02 0.17 0.07 -0.01 -0.04 0.05 0.14

9.소유경영자더미 0.691 0.464 0 1 -0.03 0.1 -0.11 0.01 0.03 0.07 -0.18 0.02

a. 1조 원

제 4장. 연구결과

가설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량과 상

관관계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일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술 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 간의 관계에 미치는 CEO유형의

조절효과 분석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 관계(H1)에 CEO유형이 미치는 조

절효과(H2)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3단계에

걸친 희귀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절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조절 회귀분석

은

1)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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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R&D 강도

(1) (2) (3) (4)

Constant
-0.036* -0.040** -0.076*** -0.068***

(0.015) (0.014) (0.019) (0.018)

자산

Asset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매출액 증가

Sales growth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성과

Performance

0.001 -0.001 0.001 -0.000

(0.008) (0.007) (0.007) (0.006)

TMT규모

TMT size

-0.004 -0.004+ -0.004+ -0.004+

(0.003) (0.002) (0.002) (0.002)

TMT heterogeneity

(Functional background)(A)

0.020**

(0.007)

0.016*

(0.006)

0.053**

(0.016)

0.044**

(0.015)

TMT heterogeneity (Age)(B)
0.012*** 0.027 0.012*** 0.024

(0.002) (0.026) (0.002) (0.024)

소유경영자 더미

Owner-manager dummy(C)

-0.000 0.003 0.033* 0.030*

(0.001) (0.003) (0.014) (0.013)

(A) X (C)
　 -0.031 　 -0.027

　 (0.026) 　 (0.024)

(B) X (C)
　 　 -0.040* -0.032*

　 　 (0.017) (0.016)

Observations

R-squared

F-statistic

110

0.307

6.443***

109

0.154

2.271*

110

0.418

9.074***

109

0.213

2.978**

a. 괄호 안 표준 오차

b. *** p<0.001, ** p<0.01, * p<0.05, + p<0.1

2)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회귀분석 등 2 단계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통제변수가 포함이 되었으므로 총 3간계에 걸친 위

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 CEO 유형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의 표는 다음과 같다.

<표3>.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 및 CEO 유형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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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115개 샘플을 대상으로 한 R&D 강도에 대한 모형에서는 가설

1(H1)이 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모델 1번에서는 TMT이질성(기능배

경)(A)(모델 3 p<0.01), TMT 이질성(연령)(B)(모델 1 p<0.001)이 종속변

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MT 이질성은 기업의

전략 선택 및 R&D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조절변수로 CEO 유형을 사용한 가설2(H2)도 지지 되었다. TMT 배

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모델 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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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토의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TMT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R&D 지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크게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독립변

수로 TMT 배경다양성을 선정하여 그것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경영학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연구를 계속

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전략 선택과 의사결정, 경

영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Upper Echelons 이론

(Hambrick & Mason, 1984)에 따르면 TMT의 구성의 다양성을 바탕으

로 전략선택 및 성능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재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

다고 본다. 또한 종속변수는 R&D 강도로 잡았으며 TMT 배경 다양성

과에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

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구분되는 두 번째 특성은 “CEO 유형”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의 흐름은 최고경영자

를 독립변수 자체로 판단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

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EO 유형을 조절변수로 활

용하여 TMT 배경 다양성과 R&D 지출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CEO의 유형을 소유경영자(owner manager)

와 전문경영자(professional manager)로 나누었다. TMT 배경 다양성이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핵심 전략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경영

진의 효율적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O의 유형(소유경영자이냐 전문경영자이냐)을 조절 변수로 사용하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가설 2도 마찬가지로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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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TMT는 R&D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유경영자의

파워가 강할 경우 TMT 배경 다양성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R&D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유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팀워크를 해칠 수

도 있다. 소유경영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TMT에게 과대

한 압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TMT 활동력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은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지식을 가지

고 자발적으로 맡은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많이 시키게 되면

오히려 안 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의의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표본이 되는 2010년 유가증권시장(KOSPI)

에 등록된 기업 중 연구대상이 115개로 한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도를 더 확대시켜 표본 수를 더 확보하여 연구해 본다면 더욱 정교하

고 유의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에 있어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로

나누어 이를 구별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지분율 정

보들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연령(Age)은 인지구조 및 의사결정의 방향을 설

명하는 중요변수이며, 위험 인식과 변화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개인의 성향을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본이 규범이나 관습이 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젊은 사람은 상대

적으로 혁신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개인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지고, 더 많은 정

보를 비교, 검색 후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EO의

유형을 조절변수로 사용할 때 CEO의 유형뿐만 아니라 나이까지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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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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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p Management Team Background Diversity

and R&D spending: The Moderating Role of CEO

types

Davaajav Khongorzul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that CEO 

type ha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MT background diversity and 

R&D spending. Many of the earlier studies discuss the effects of 

multiple factor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i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that TMT exercises on corporate strategy 

and performance, but do not discuss CEO who makes the final 

decision in a business. While most of the theses are about the 

influence that the TMT background diversity has on R&D spending, a 

CEO is perceived as playing a central role of making the core 

decisions in a company, performing the crucial part in the effective 

formation of the management. In this light, the study considers CEO 

types by dividing them into owner CEO and professional CEO, and 

examines what difference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CEOs make. 

To be specific, the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studies by verifying 

th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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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ivers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R&D spending) 

while taking ‘CEO type’ as the moderating variable.

For this, 115 compan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in 2010 

were selected for a verification, which shows that the diversity of 

TMT backgrounds has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R&D spending, 

and that while CEO type is used as the moderating variable, with an 

owner CEO, the influence of the TMT background diversity on R&D 

spending has decreased.

◆ Keyword: TMT Background Diversity, Managerial Discretion, 

Agency Theory, Stewardship Theory, Upper Echelons 

Theory, CEO type

◆ Student number: 2010-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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