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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기업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 

- 최고경영자 승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 경 량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최고경영층 이론에 기반한 다수의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징 

중 과도한 자신감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으며 과도한 자신감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

복하고자 학계는 새로운 특징을 찾아 나섰고 최근 겸손함에 주목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최고경영층 이론에 기반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기업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전략 변화도는 오늘날 급변하

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연구의 가치가 있

다. 구체적으로는 신임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전략 변화도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이 전략 변화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

아본다.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최고경영자 교체 사례가 있던 KOSPI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기

업 전략변화도가 높았다. 이는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TMT 결속

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여 전략 변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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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구성원들이 전략 변화를 공유된 비전으로 삼아 변화에 대한 저항

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되는 

경우 내부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보다 전략 변화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기업에 변화가 필요할 때 선임되며 내부

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외부출신 최고경영자와 기업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했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사회화된 권력 사용으로 변화를 꺼리는 기존 경영진을 설득해 전략 변화

를 보다 원활히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겸손한 최고경영자가 가지는 특징은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부족한 기업 특유의 지식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심리적 특징인 겸손함에 

대한 연구를 심화했다는 가치가 있다. 또한 신임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제

시한다.  

주요어 : 최고경영층 이론, 최고경영자 겸손함, 승계 유형, 전략 변화 

학   번 : 2016-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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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고경영층 이론 (Upper echelon theory)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개인

의 특성은 조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고경영층 이론에 기반

하여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자신감

(overconfidence, hubris)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

르면 최고경영자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경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감

행하고 (Malmendier& Tate, 2005) 기업 인수 시 높은 프리미엄을 지

불하며 (Hayward& Hambrick, 1997) 기업 성과에 변동이 크다 

(Chatterjee& Hambrick, 2007). 과도한 자신감은 이처럼 부작용을 초

래한다는 바를 인식하여 학자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특징에 주

목하였고 (Ou et al., 2014) 그 특징이 바로 겸손함이다. 겸손함은 중간

관리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Ou et al., 2014; Ou, Seo, Choi, & Hom, 

2017)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Owens& Hekman, 2012; Ou, 

Waldman, & Peterson, 2015)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

면이 있음에도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깊이 진행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에 대한 실증연

구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자 승계 시 겸손함이 전략 변화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에 따라 전략이 

변화함에 있어 겸손함이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전략 변화도는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대한 요소로 

부상하였으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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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란 개인의 심리적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따라 6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징으로 정의했다: 1) 

Self-awareness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이를 인정

한다), 2) Openness to feedback (다른 이의 조언에 열린 마음을 가진

다), 3) Appreciation of others (다른 이의 뛰어난 점, 공헌을 인정한다), 

4) Low self-focus (개인적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다), 5) Self 

transcendent pursuit (사회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인생의 사명감을 지닌

다), 6) Transcendent self-concept (나는 다른 이보다 특별히 더 낫거

나 못하지 않다). 전략 변화도는 재무적 자원 배분의 변화 정도로 정의

하였다.  

기업의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최고경영자는 (Andrews, 

1971; Child, 1972)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고경영자의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최고경영

자 교체는 기업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중요

성을 공감하여 많은 학자들이 최고경영자 승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고 승계 유형을 신임 최고 경영자가 내부 승진자인지 외부 영입 

인사인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Carlson, 1961; Grusky, 1964; 

Helmich& Brown, 1972; Worrell& Davidson, 1987; Wiersema, 1992; 

Datta& Gurtherie, 1994; Shen& Canella, 2002; Karaevli, 2007; 

Zhang& Rajagopalan, 2010; Karaevli& Zajac, 2013). 선행 연구에서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에 따른 전략 변화도를 연구한 바 있지만 그 결

과가 일관되지 않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되는 경우 전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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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는 반면 오히려 전략 변화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최고경영자

의 겸손함이 전략 변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승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최고경영자 교체 사례

가 있던 KOSPI 상장 기업 중 금융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표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최고경영자 승계 시 내부승진 최고

경영자 보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전략 변화도가 더 크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최고경영자가 겸손할 수록 전략 변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외부출신 최고경영자

와 기업 전략변화 간 정(+)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승계 시 겸손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심리적 특징인 겸손함에 대한 연구를 심화했다는 

가치가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에 따른 전략 변화가 일관된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는 가치가 있다. 

조절효과로는 겸손함이라는 최고경영자 개인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최

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이 전략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승계 유형과 전략 변화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전임자 교체 사유, 이전 기업 성과 등 최고경

영자를 둘러싼 환경을 연구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최고경영자의 개인의 특성을 탐구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분야를 탐구했다. 본 연구는 신임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 전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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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는 실

무적 기여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조절효과로서 가치가 있

다는 점을 밝혀 기업인들의 겸손함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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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전략 변화도에 대한 선행연구 
 

 

전략변화도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TMT 의 특성이 전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nkelstein& Hambrick (1990)은 TMT 

재임기간과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연구했고 TMT 재임기간이 길수록 

전략 지속성 (strategic persistence)이 증가하며 경영진 재량권 

(managerial discretion)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된다고 

제시했다. Wiersema& Bantel(1992)은 낮은 TMT 평균 연령, 짧은 

기업 재임 기간, 긴 TMT 재임기간, 높은 교육 수준, 다양한 교육 배경, 

높은 과학 전공 비율이 전략 변화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Boeker 

(1997)은 TMT 재임 기간과 TMT 구성원 간 특성의 동질성이 전략 

변화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기업 성과, 짧은 

최고 경영자 재직 기간, 짧은 TMT 평균 재임기간, 낮은 TMT 특성의 

동질성이 전략 변화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Datta, Rajagopalan, & Zhang 

(2003)은 최고경영자가 개방적일수록 전략 변화도가 높고 경영진 

재량권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Rajagopalan& 

Spreitzer(1997)은 당시 발표된 전략 변화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리뷰 페이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 변화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세 

가지 관점으로(a rational lens perspective, a learning lens perspective, 



 

 6 

a cognitive lens perspective) 나누어 검토한 후 세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TMT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성과 기업이 처한 

환경, 이사회의 특성, 최고경영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다룬 논문으로는 Barker& Duhaime (1997)와 

Kraatz& Zajac (2001), Nadkarni& Narayanan(2007)의 연구가 있다. 

Barker& Duhaime (1997)은 기업 회생 과정에서 전략 변화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산업 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성과가 낮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이 없을 때 전략 변화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Kraatz& Zajac (2001) 은 기업이 가진 자원을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자원(historically valuable 

resource)을 보유한 경우 전략 변화를 꺼린다. 일반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경우 도태되기 쉬우나, 역사적으로 축적된 자원이 많아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기업은 성과가 좋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Nadkarni& 

Narayanan(2007)은 기업이 처한 환경이라 볼 수 있는 산업 역동성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역동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전략 유연성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역동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전략 일치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특징이 전략 변화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 

논문으로는 Golden& Zajac(2001)과 Haynes& Hillman(2010), 

Oehmichen, Schrapp, & Wolff (2017)의 연구가 있다. Golden& 

Zajac(2001)은 이사회 규모, 재임기간, 연령, 전략에 관심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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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 다양한 요소와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Haynes& 

Hillman(2010)은 이사회 자본의 폭 (board capital breadth)은 전략 

변화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반면 이사회 자본의 깊이 (board 

capital depth)는 전략 변화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했다. 

가장 최근에는 Oehmichen et al. (2017)이 이사회가 해당 산업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전략 변화도가 높고 이 관계는 규제가 

투명하며 주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될수록 약화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Karaevli& 

Zajac(2013)과 Herrmann& Nadkarni (2014)의 논문이 있다. 

Karaevli& Zajac(2013)은 최고경영자 승계와 전략 변화도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최고경영자 승계가 계획된 승계이고 전임자의 

재직기간이 길며 기업 성과가 좋은 경우 신임 최고경영자의 외부성 

(outsiderness)이 전략 변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Herrmann& Nadkarni (2014)은 성격의 5 요인 모델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FFM) 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의 성격이 전략 

변화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외향성(extraversion) 과 

개방성(openness)은 전략 변화를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감정의 안정(emotional stability), 쾌활함(agreeableness)은 전략 변화 

후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전략 변화 실행과 그 후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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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고경영층 이론 
 

 

최고경영층 이론은 최고경영자가 가진 능력이 무한하다고 전제하는 

전략적 선택이론 (Strategic Choice Theory) (Child, 1972)에 기반해 

최고경영자는 원하는 대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의 전략 및 성과가 최고경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박철순, 유진탁, 1999).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지고 있어 기업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특성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전략 및 성과를 

결정짓는다.  

Hambrick& Mason(1984)은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심리적 

특징(psychological characteristics)과 관찰 가능한 특징(observable 

characteristics)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심리적 특징 변수로는 인지적 

기반과 가치(cognitive base and value)를 제시했고 관찰 가능한 

특징으로는 나이, 직장 경력, 사회 경제적 기반, 재정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그림 1]은 최고경영자의 특징이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바를 보여준다. Hambrick& 

Mason(1984)의 연구 이후 다수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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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징 중 겸손함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 1] 최고경영층 이론 

 

(Hambrick& Mason, 1984) 

 

 

제 3절 최고경영자 겸손함의 개념 
 

 

1. 최고경영자 겸손함의 정의 
 

 

리더의 겸손함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시작되었다. Tangney 

(2000)는 겸손함의 요소로 (1) 본인이 가진 능력과 이룬 성과를 

정확히 평가함, (2) 본인의 실수와 한계점을 인정함, (3) 새로운 지식, 

모순되는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 (4) 자신이 조직에 속한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함, (5) 자신을 보다 적게 드러내고자 함, (6) 

타인의 능력과 이들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방식을 

인정함을 제시했다. Peterson & Seligman (2004)은 겸손한 리더를 

자기방어 없이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고 면밀히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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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정의했다. Ashton & Lee (2005)는 기존의 5 가지 성격 특성 

요소(Big-Five Personality Inventory)에 정직-겸손(Honesty-

humility)를 추가하며 정직-겸손을 교활하거나 탐욕스럽지 않은 

진실되고 공평하며 잘난체하지 않음으로 정의 내렸다.  

이후 조직이론 및 전략 분야에서도 리더의 겸손함을 연구하며 다양한 

정의가 등장했다. Owens (2009)는 학습능력이 있으며 (teachability),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self-awareness) 타인의 장점과 기여를 

인정하면서 (appreciation of others’ strengths and contributions)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low self-focus) 리더를 겸손한 리더로 

보았다. Owens, Johnson, & Mitchell (2013)은 겸손함이란 대인관계에 

관련된 특성이며 사회적 배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타인의 장점과 기여도를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인지 (self-awareness), 학습능력 (teachability), 

감사능력(appreciation of others)을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행동 

요소(behavioral elements) 로 규정했고 Ou et al., (2014)는 이 세 

가지 행동 요소에 인지/동기(cognitive/motivational) 요소들인 low 

self-focus, self-transcendent pursuit, 그리고 transcendent self-

concept 를 추가한 여섯 요인 구조(six-factor structure)를 리더의 

겸손함을 규정하는 요소로 제안했다. Owens& Hekman (2016)은 

겸손함을 실수와 한계점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고 

칭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조언 및 피드백을 쉽게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겸손함을 조직이 아닌 개인의 행동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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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며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특징이라 보았다.  

이처럼 리더의 겸손함은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겸손한 리더의 특징은 본인의 장단점을 

알며 다른 사람의 장점과 기여를 감사히 여기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Beauchesne, 2014). 하지만 여전히 통일된 개념은 제시된 

바가 없다. 연구자들에 따라 겸손함의 요소를 많게는 13 개 적게는 

3 개로 제시한다 (Vera& Rodriguez-Lopez, 2004; Owens et al., 2013; 

Beauchesne, 2014).  

겸손함을 규정하는 다양한 정의와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었으며 널리 인용되는 Ou et al., 

(2014)이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겸손함은 (1) 

Self-awareness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이를 

인정한다), (2) Openness to feedback (다른 이의 조언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 (3) Appreciation of others (다른 이의 뛰어난 점, 공헌을 

인정한다), (4) Low self-focus (개인적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다), 

(5) Self transcendent pursuit (사회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인생의 

사명감을 지닌다), (6) Transcendent self-concept (나는 다른 이보다 

특별히 더 낫거나 못하지 않다)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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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경영자 겸손함과 나르시즘의 개념적 비교  

Zhang, Ou, Tsui, & Wang, (2017)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나르시시즘 간 개념적 차이를 연구했다. 겸손함과 나르시시즘은 모두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징에 포함되지만 대조적인 개념이다. 겸손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최고가 아니며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고 믿는 

반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는 자신이 우월하다 생각한다. 또한 겸손한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며 

자기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거부하며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한다. 

행동에 관한 역설적 관점 (A paradoxical perspective on traits)에 

따르면, 이 둘은 대조적이지만 공존 가능하다. 여기서 

역설(paradox)이란, 두 요소가 대조적 특성을 보이지만 공존 가능함을 

의미한다. Multiple self-concept 에 관한 선행연구와 behavioral 

complexity theory, ecosystem motivation, ego system motivation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겸손함과 나르시시즘은 대조적인 특징이지만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겸손하며 동시에 나르시시즘적인 

최고경영자는 상황에 따라 겸손함과 나르시시즘 중 적합한 특징을 

드러낸다. 즉, 타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경우 겸손한 특징을 보이고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야 하는 경우 나르시시즘적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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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최고경영자 겸손함에 대한 선행연구 
 

 

겸손함은 심리학에서 처음 연구되었으며 이론연구부터 출발했다. 

Tagney (2000)는 심리학, 철학, 신학에서 겸손함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검토하며 겸손함의 요소로 (1) 본인이 가진 능력과 이룬 성과를 정확히 

평가함, (2) 본인의 실수와 한계점을 인정함, (3) 새로운 지식, 모순되는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 (4) 자신이 조직에 속한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함, (5) 자신을 보다 적게 드러내고자 함, (6) 타인의 능력과 이들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기 다른 방식을 인정함을 제시했다. 또한 

겸손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상황적 요인과 

선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인사조직 및 전략 

분야에서도 겸손함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Vera 와 Rodriguez-Lopez 

(2004)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organizational learning, service, 

organizational resilience 를 이끌어내며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경쟁우위의 원천이라 하였다. Morris, Brotheridge, & Urbanski (2005) 

는 겸손함의 선행요소 (antecedents) 와 겸손함이 가져오는 결과 

(consequences) 를 연구했다. 겸손함의 선행요소로는 감정 인식과 

감정 조절이(emotional awareness and management) 필요하다 하였고 

겸손함은 타인에 대한 지지 (supportiveness), 사회화된 권력 

(socialized power), 참여적 리더십 (participative leadership)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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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연구가 진행된 이후 2010 년대부터 겸손함에 대한 실증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Owens& Heckman(2012)는 리더의 겸손함이 

조직 내에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제시했다. Owens& 

Mitchell(2013)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며 직원들이 보다 학습하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Ou et al. (2014)는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TMT 에 

권한이양이 이루어지고 이는 TMT 결속 (integration)을 이끌어낸다고 

했다. Ou, Waldman, & Peterson (2015)는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TMT 구성원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공통된 비전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경영자와 TMT 구성원 간 

임금격차가 낮아 양손잡이 전략(ambidexterity strategy)를 추구하기 

용이해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고 밝혔다. Owens& Heckman(2016)의 

연구에서는 리더가 겸손하면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도전적으로 시도하여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는 바를 찾아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인 Ou et al. (2017)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중간 관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자발적 이직률을 낮춘다고 발표했고 

TMT faultlines 가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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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련한 연구에는 조직 성과가 최고경영자 교체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연구와 최고경영자 교체가 조직의 성과 또는 조직의 

전략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두 흐름이 있다 (박준용, 1998). 본 논문은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에 따른 기업의 전략변화에 대한 것이므로 두 흐름 

중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후자에 속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Carlson (1961)은 승계 유형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었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승계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조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Helmich& Brown(1972)는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되면 내부 승진자가 선임될 때에 비해 조직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Wiersema (1992)는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승계 시 내부 승진인 경우에 비해 전략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Datta& Guthrie (1994)는 외부 출신 경영자는 

변화를 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내부 승진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전제한다. 다음으로 Shen& Canella(2002)는 

경영자 승계 유형, 승계 이후 경영진의 이직률, 경영자의 재임기간과 

경영자 승계 이후의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교체 유형을 추종자 승계(Follower Successors), 도전자 

승계(Contender Successors) 그리고 외부 승계(Outsider 

Successors)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전자 승계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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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경우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 승계의 경우 

승계 이후 임원진 이직률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Zhang& 

Rajagopalan (2010)은 전략 변화도와 조직 성과는 역 U 자형 관계를 

보이고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인 경우 이러한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 

하였다. Karaevli& Zajac (2013)은 외부출신 최고 경영자가 전략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밝혔다.  

이와 달리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조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Grusky (1964)는 야구 팀 매니저의 승계 

유형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매니저가 내부 

승진자인경우 팀 승률이 향상되었고 외부 출신인 경우 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Worrell& Davidson (1987)은 

내부승진 최고경영자가 선임되는 경우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된 경우 주가에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Karaevli (2007)은 외부출신 최고 경영자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상황적 요소 (contextual 

factors)를 고려할 경우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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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가설 
 

 

제 1절 최고경영자 승계 시 겸손함과 전략 변화도 
 

최고경영층 이론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개인의 세계관은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전임자와 신임 최고경영자는 경험한 바, 알고 있는 지식

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 

승계 시 기업 전략은 변화하고 (Hutzschenreuter, Kleindienst& 

Greger, 2012) 조직 관성을 극복할 수 있다 (Miller, 1993). 선행연구

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징은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로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심리적 

특징인 겸손함 또한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며, 승계가 일어날 때 기업의 

전략 변화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자면, 승계가 일어날 때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한 경우 전략 변화가 보

다 두드러질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경영진이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TMT 에 

권한을 다수 위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최고경영자와 TMT 

구성원 간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잦은 교류는 구성원 간 친밀도를 

증가시키고 신뢰를 형성해 결속을 촉진한다 (Ou et al., 2014). 여기서 

TMT 결속 (TMT integration)이란, 구성원들이 협력과 정보공유를 

기꺼이 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며 공유된 비전을 가짐을 의미한다. 

조직이 결속되면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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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Wierseman& Bantel, 1992) 전략 변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즉,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TMT 결속을 통해 전략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변화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TMT 구성원은 전임자가 선임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외부에서 온 신임 최고경영자를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외부출신 최고경영자가 전략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Helmich & Brown, 1972; Shen & Cannella, 

2002; Kraevli, 2007).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TMT 결속을 통해 구성원

이 공유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 전략변화를 추진 시 전략변화

의 필요성을 공유된 비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변화

를 반대했던 구성원도 종국에는 변화에 동참시켜 전략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기업의 전략 변화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상한다.  

 

가설1: 최고경영자가 승계 시,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전략 변화

도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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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과 전략 변화도 
 

 

기존 연구에서 조직 및 전략 학자들은 CEO 승계 유형을 크게 

내부승계와 외부승계로 구분하여 내부승계 (Insider)는 기업내부에서 

승진한 최고경영자로, 외부승계 (Outsiders)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영입된 최고경영자로 정의했다 (Allen, Panian,& Lotz,1979; Dalton& 

Kesner,1985; Helmich& Brown,1972; Wiersema,1995; Zajac,1990). 

내부 승진 인사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Datta& Guthrie, 1994). 이는 자기 정당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과거 결정과 일관성 있게 

(Wiersema, 1992), 그리고 과거 결정을 정당화 하는 방향으로 현재 

의사결정을 내린다 (Staw& Ross, 1978). 따라서 TMT 로 근무한 후 

승진한 내부승진자의 경우 현재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당시 내린 의사결정에 매몰되기 쉬워 전략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면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의 경우 내부 승진 최고경영자에 비해 전략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조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Canella& 

Lubatkin, 1993). 이 경우 외부 출신 최고 경영자가 실행하는 전략 변

화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대체로 지지를 받는다 (Zhang& 

Rajagopalan, 2010). 따라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전략 변화를 시도

하여 (Helmich&Brown, 1972; Wiersema, 1992) 내부 승진 최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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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달리 보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외부 출신 최고경

영자는 내부 승진자가 가지지 않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므로 (Grusky, 1964; Carlson, 1961) 내부 승진 최고경영자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Helmich& Brown, 1972).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오히려 전략변화를 추

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기

업이 가진 자원에 대해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Greiner, 

Cummings& Bhambri, 2003) 기업 특유의 지식 (firm 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 (Zhang& Rajagopalan, 2004). 따라서 해당 기

업에서 직접 근무하며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추진하

기 힘들다고 제시했다 (Shen& Cannella, 2002).  

하지만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를 추진하

려는 목적으로 선임된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소임을 맡고 선임되었다 (Boeker, 1997; Zhang& Rajagopalan, 2010). 

따라서 외부 출신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단점인 기업특유의 지식이 부족

함을 극복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 특유의 지식을 적게 필

요로 하는 방향으로 전략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Chiu et al.,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기업 특유의 지식이 부족한 대신 

기업의 핵심역량에 집중한 변화를 추진하여 전략 변화를 달성했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 특유의 지식이 필요

한 반면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략 변화를 추진하면 해당 분야의 기업 특

유 지식이 주로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보다 쉽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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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 영입은 내부 승계자 선임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Karaevli, 2007). 한국의 경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매우 높다 (Hofstede, 1980). 따라서 불확실성을 감내하고서도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때에는 그만큼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고함을 의미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에게는 없는 능력과 자원이 기업에 필요하다는 바를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 시 기업 내부에서 승진한 

최고경영자 보다 외부에서 영입한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기업 

전략변화도가 높아진다고 추론한다.  

 

가설 2: 최고경영자 승계 시 내부승진 최고경영자 보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전략 변화도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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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최고경영자 겸손함의 조절효과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란 개인의 심리적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 6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징으로 정의했다: 1) 

Self-awareness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이를 

인정한다), 2) Openness to feedback (다른 이의 조언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 3) Appreciation of others (다른 이의 뛰어난 점, 공헌을 

인정한다), 4) Low self-focus (개인적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다), 

5) Self transcendent pursuit (사회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인생의 

사명감을 지닌다), 6) Transcendent self-concept (나는 다른 이보다 

특별히 더 낫거나 못하지 않다). 이 중, Self awareness, Appreciation 

of others, 그리고 Openness to feedback 은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와 

전략 변화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전략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업 특유의 지식 

(firm 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Karaevali& 

Zajac, 2013). 기업 특유의 지식이 부족하면 전략변화 달성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Gabarro, 1987). 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외부 출신이더라도 겸손함을 갖춘 경우 전략변화 달성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Self awareness) 자신이 기업 특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타인의 뛰어난 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Appreciation of others) 기존 TMT 구성원이 본인보다 기업 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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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리고 다른 이의 조언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Openness to feedback) 자신보다 기업 

특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TMT 기존 구성원이 주는 조언을 받아들여 

기업 특유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피드백 수용은 학습행동의 한 

요소이므로 (Edmonson, 1999) 기존 구성원이 주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는 기업 특유의 지식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겸손한 외부출신 최고경영자는 기업 특유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여 

전략 변화를 추진하는데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외부출신 최고경영자가 겸손한 경우 사회화된 권력 (socialized 

power)을 바탕으로 전략 변화도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사회화된 권력을 

사용한다 (Morris et al., 2005). 여기서 사회화된 권력이란 조직 

구성원들을 움직일 목표를 발견하여 그 목표가 집단 공동의 목표가 되게 

돕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전략 변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겸손함을 갖추면 사회화된 

권력 사용으로 전략 변화가 조직 공동의 목표임을 구성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더군다나 TMT 에 

기존에 있던 구성원의 경우 기업의 현 상태에 심리적으로 몰입 

(psychological commitment)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Karaevali, 2007). 겸손함에서 나오는 사회화된 권력으로 전략 

변화가 조직 공동의 목표라 이해시키면 변화를 꺼리는 기존 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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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그렇게 때문에 겸손함은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전략 변화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 선임 시 전략 변화도를 증가시키는데 정(+)의 조절효과를 

줄 수 있다고 예측한다.  

 

가설 3: 최고경영자가 겸손할 수록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와 기업 

전략변화 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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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방법론 
 

 

제 1절 연구 표본과 자료의 수집 
 

 

1. 연구표본과 연구대상 기간 

본 논문의 연구대상 기간은 2013부터 2015년이다. 이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전직 대표이사의 경우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겸손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변수 중 하나인 홈페이지 

최고경영자의 인사말은 최신 데이터만 확보 가능하다.  

연구 표본은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CEO 교체 사례가 있던 

KOSPI 상장 기업이며 금융업과 공기업은 제외했다. 금융업과 공기업은 

회계원칙이나 재무자료의 속성이 타 기업과 다르며 CEO 승계 시 

정치적 이유 등 기업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박종철, 정창욱,& 이호욱, 2008). 

 

2. 분석자료의 수집 

데이터 수집은 TS-2000, Kis Lin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포털 사이트 인물 검색을 통해 진행하였다. 최고경영자 

승계 사례는 현직 최고경영자의 재임 기간을 Kis Line 인물검색 또는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을 통해 검토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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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dart)에서 사업보고서 상 대표이사를 연도별로 확인해 대조 

검토하여 확인했다. 전략변화도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는 TS-2000에서 

추출하였으며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은 Kis Line 인물검색 또는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에서 수집했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데이터는 각 

기업 홈페이지, Kis Line 인물검색 또는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을 

이용했다. 최종 표본으로는 474개를 수집했다.  

 

 

제 2절 관련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다수 선행연구에서 전략 변화도를 재무적 자원 배분이 변화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Finkelstein& Hambrick, 1990; Quigley& 

Hambrick, 2012). 본 연구에서도 전략 변화도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재무적 자원 배분이 변화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측정은 Finkelstein 과 

Hambrick 이 1990 년에 제시한 전략적 자원 배분 프로필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Profile, SRAP)을 활용했다. Finkelstein& 

Hambrick(1990)은 광고 집약도(광고비/매출), 연구개발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 순유형자산 비율(순유형자산/총유형자산)과 

간접비 비율 (판매관리비/매출액), 재고수준(재고자산/매출액)과 재무 

레버지리(부채/자본)을 결합하여 기업 전략의 지속성을 측정하였으며, 

이 통합 지표가 전략적 변동, 전략적 편차, 또는 기업 전략의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전략적 변동은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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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기업의 자원 투입 방식변화를 의미하고, 전략적 편차는 기업의 

자원 투입 방식이 산업 평균과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Carpenter, 2000). 본 연구는 각 기업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에 따라 

전략변화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시간 변수에 대한 

변동인 전략적 변동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주희, 

김봉진 (2012)는 전략적 변동을 전략적 자원 배분 프로필 각 영역의 

3 년간 (t-1 부터 t+1) 표준편차를 계산한 후 합해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측정 방식을 따른다. 측정값이 클수록 전략 변화도가 

높다.  

 

2. 독립변수  

최고경영자 승계유형에서 외부출신 최고경영자는 최근의 연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기업에서 경영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전무 

하거나 2 년 미만으로 근무한 최고경영자로 정의했다 (Cannella& 

Lubatkin, 1993; Harris& Helfat, 1997; Ocasio, 1999). 내부승진 

최고경영자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 2 년간 근무하고 최고경영자로 승진한 

경우로 정의했다. 코딩은 외부출신 최고경영자는 1, 내부승진 

최고경영자는 0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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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Ou et al., (2014)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란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질로 6 개의 특징인 (1) Self-awareness, (2) Openness to feedback, 

(3) Low self-focus, (4) Transcendent self-concept, (5) 

Appreciation of other, (6) Self transcendent pursuit 을 포함한다고 

정의했고 이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 et al., (2014)의 정의를 따른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리변수인 기업 홈페이지 

최고경영자 인사말에 게재된 최고경영자 사진의 크기, 최고경영자 

인사말에서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칭찬하는 정도, 최고경영자의 비영리 

단체 참여 여부, 최고경영자의 교육 수준과 교육의 폭넓음 정도를 

사용했다. 교육수준과 교육의 폭넓음 정도는 self awareness 와 

openness to feedback 을 나타내고 최고경영자 사진의 크기와 

인사말에서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칭찬하는 정도는 appreciation of 

others 을 나타낸다. 최고경영자 사진의 크기와 비영리 단체 참여 

여부는 low self focus 와 self-transcendent pursuit, transcendent 

self-concept 를 의미한다. 각 대리변수 측정값을 표준화 한 후 각 

관측치들의 평균을 구하여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측정했다 

(Beauches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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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사진의 크기는 사진이 없는 경우와 사진크기가 화면의 반 

이하인 경우 1 로, 크기가 화면의 반 이상인 경우 0 으로 코딩하였다. 

최고경영자 인사말에서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칭찬하는 정도는 인사말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인정하였는지 횟수를 세어 

측정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땀흘려 노력한 결과로 잘 되었다고 언급한 경우 1 로 입력하였다. 

최고경영자의 비영리단체 참여여부는 비영리 단체 참여시 1, 그렇지 

않은 경우0으로 코딩했다. 교육의 수준은 중졸 1, 고졸 2, 대졸 3, 석사 

졸 4, 박사 졸 5 로 코딩하였다. 교육의 폭넓음은 학사 이상에서 공부한 

전공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학사에서 물리학, 석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면 2 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한 대리 

변수 값을 표준화 한 후 각 관측치들의 평균을 구하여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최고경영자 승계가 기업의 전략 변화에 주는 효과를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 승계 이외에 전략 변화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업원 수와 기업연령, 전기 성과, 당기 성과, 기업 규모, 

잉여자원을 통제하였다.  

우선 기업 특성에 대한 통제변수로 종업원 수와 기업연령, 전기 성과, 

당기 성과, 종업원 수, 기업 규모를 포함했다. 종업원 수가 많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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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령이 높을 경우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크거나 관료화 수준이 

높아져 변화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Fombrun & Ginsberg, 1990). 

본 연구에서 기업연령은 설립연도와 측정 시점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기업성과도 기업의 전략 변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Boeker, 

1997). 기업성과가 높은 경우 현재 가용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기 보다는 현재의 전략이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유인이 클 수 있다(Kraatz& Zajac, 2001). 

또한 기업성과가 좋으면 조직 구성원이 현재 전략에 몰입될 수 있는 

반면(Kraatz& Zajac, 2001), 기업 성과가 낮으면 경영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전략 변화도가 높아질 수 있다 (Cyert& March, 

196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 성과와 당기 성과를 산업 조정 자산 

수익률(industry adjusted ROA)로 측정해 통제하였다. 자산수익률이란 

기업의 총자산 대비 순이익으로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기업성과 

지표이다. 안정성 또는 성장성의 변화 보다는 수익성의 변화가 전략 

변화를 촉발한다고 보아 수익성 지표를 기업 성과로 삼았다 

(Tushman& Romanelli, 1985; 한주희& 김봉진, 2012). 산업조정 

자산수익률은 각 기업의 자산수익률에서 한국 산업표준분류(KISC) 

중분류(2-digit)기준으로 동종 산업의 해당연도 평균 자산수익률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한주희& 김봉진, 2012). 기업 규모는 선행 

연구에서 전략 변화도와 부(-)의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Boeker, 

1997; Haveman, 1993; 김수정& 김창수, 2015). 기업 규모가 크면 

의사결정 시 최고경영자뿐 만 아니라 임원진과 이사회의 의견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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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고 (Boeker, 1992), 조직이 관료화되어 (Haveman, 1993)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 총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해 측정했다 (성연달& 박종훈, 

2014; 김수정& 김창수, 2015).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원 관점에서 본 연구는‘잉여자원’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잉여자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략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Finkelstein & Hambrick, 1990). 잉여자원은 당해 연도 운전자본 

비율(annual working capital ratio: 운전자본/매출)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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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가설검증 및 실증분석 
 

 

제 1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1.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1]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값을 보여준다. 전략 변화도의 평균은 

0.2이며 최고경영자 겸손함은 평균값이 0.01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략변화도 0.2 0.1 0.03 0.4 

승계 유형 0.5 0.5 0 1 

최고경영자 겸손함 0.01 0.5 -0.9 2 

종업원 수 6.4 1.5 3.3 10.2 

기업 연령 42.2 18.2 1 99 

전기 성과 -0.004 0.1 -1.4 1.2 

당기 성과 0 0.1 -1.4 1.2 

기업 규모 13.3 1.6 9.7 17.8 

잉여 자원 0.2 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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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간 상관관계 

회귀 분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승계 유형과 

전략변화도 간의 정(+)의 상관관계(0.147)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2 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최고경영자 겸손함과 

전략 변화도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0.080)가 유의하게 검증되어 

가설 1 을 뒷받침한다. 통제변수 중에는 종업원 수 (-0.207)와 기업 

연령(-0.083), 전기 성과(-0.241), 당기 성과(-0.204), 

기업규모(0.138)가 전략 변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 2절 가설검증 방법과 선행조건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기업의 전략 변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승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474 개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하고 통계 프로그램은 R3.4.0 을 

사용했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모두 깨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따라서 정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2 parametric Box-Cox 

transformation 을 종속변수에 적용하였다. 2 parametric Box-Cox 

transformation 은 변수가 0 보다 작은 값 또한 가질 때 변수를 

정규분포에 근사하도록 변환하는 방법이다. 2 parametric Box-Cox 

transformation 을 적용한 결과 정규성과 등분산성 조건을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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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검증을 수행할 때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이 없어야 한다.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와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8 이상, 분산확대인자가 

5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분산확대인자 값이 10을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수와 기업 규모간 상관계수가 0.880 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분산확대인자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 간 분산확대인자 값이 1 에서 4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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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전략변화도 
 

 
    

   

2. 승계유형 0.147**   
   

   

3. 최고경영자 겸손함 0.080* 0.100  
   

   

4. 종업원 수 -0.207** -0.217** 0.103**  
  

   

5. 기업 연령 -0.083* -0.038 -0.025 0.028      

6. 전기 성과 -0.241** -0.102** 0.019 0.205** -0.025     

7. 당기 성과 -0.204** -0.082* -0.065 0.154** -0.023 0.196**    

8. 기업 규모 -0.138** -0.212** 0.103 0.880** 0.064 0.207** 0.145**   

9. 잉여 자원 -0.064 0.068 -0.050 -0.168** 0.001 -0.021 0.054 0.150**  

Note.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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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 1 은 최고경영자 겸손함과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설 2 는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과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가설 3 은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과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겸손함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본다. 가설 검증 결과는 

[표3]에 나타나있다. 통제변수부터 검토하자면, [표 3]의 모형 1에서 볼 

수 있듯 종업원 수와 기업 연령, 당기 성과, 전기 성과, 기업 규모, 

잉여자원이 전략 변화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종업원 수와 기업 

연령, 전기 성과, 당기 성과는 각각 -0.023, -0.001, -0.130, -

0.103 으로 전략 변화도와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 결과는 종업원 

수가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략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업 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수록 더 큰 전략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바를 입증한다. 

기업 규모와 잉여 자원은 회귀계수가 0.013, 0.009 로 전략 변화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설정 시 조직이 

거대할수록 관료화 되므로 기업 규모는 전략 변화도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예측과 반대로 도출되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 전략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Hannan& 

Freeman, 1984; Zajac& Kraatz, 1993). 잉여자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잉여 자원이 풍부한 경우 기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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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을 (Finkelstein & 

Hambrick, 1990) 입증한다. 

가설 1 의 검증 결과는 [표 3]의 모형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겸손함은 유의수준 0.1 에서 전략 변화도와 정의 관계(+)를 

보인다(β= 0.017). 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어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전략 변화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는 모형 4 와 

모형 5 에서도 지지되었다 (β= 0.015, p<0.1; β= 0.037, p<0.05).  

가설 2 의 검증결과는 모형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승계 

유형은 유의 수준 0.05에서 전략 변화도와 정의 관계(+)를 보인다(β= 

0.018). 따라서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가설 2 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외부 출신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내부 승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 

보다 전략변화가 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모형 4 와 모형 5 에서도 지지되었다 (β= 0.016, p<0.1; β= 0.016, 

p<0.05).  

모형 4 는 교호작용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승계유형, 통제 변수 모두가 전략 변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 는 교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승계 유형 모두 전략 변화와 정의 관계 (+)를 

보이며 (각각 β=0.037, β=0.016)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수준 

0.001 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β=0.03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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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겸손할 수록 외부출신 최고경영자와 기업 전략변화 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 3 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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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수 
0.152*** 

(0.041) 

0.157*** 

(0.041) 

0.133** 

(0.042) 

0.139** 

(0.042) 

0.142*** 

(0.042) 

종업원 수 
-0.023*** 

(0.006) 

-0.023*** 

(0.006) 

-0.022*** 

(0.006) 

-0.023*** 

(0.006) 

-0.022*** 

(0.006) 

기업 연령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전기 성과 
-0.130*** 

(0.030) 

-0.130*** 

(0.030) 

-0.126*** 

(0.030) 

-0.127*** 

(0.030) 

-0.124*** 

(0.030) 

당기 성과 
-0.103** 

(0.032) 

-0.098** 

(0.032) 

-0.100** 

(0.032) 

-0.096** 

(0.032) 

-0.095** 

(0.032) 

기업규모 
0.013** 

(0.005) 

0.013* 

(0.005) 

0.014** 

(0.005) 

0.014** 

(0.005) 

0.013* 

(0.005) 

잉여자원 
0.009* 

(0.002) 

0.009+ 

(0.002) 

0.009* 

(0.002) 

0.009* 

(0.002) 

0.010* 

(0.002) 

최고경영자 겸손함  
0.017+ 

(0.009) 
 

0.015+ 

(0.009) 

0.037** 

(0.014) 

승계 유형   
0.018* 

(0.008) 

0.016+ 

(0.008) 

0.016* 

(0.008) 

승계 유형 x 

최고경영자 겸손함 
 

 

 
  

0.038*** 

(0.018) 

Observations 474 474 474 474 474 

R2 0.131 0.138 0.140 0.145 0.153 

Adjusted R2 0.120 0.125 0.127 0.130 0.137 

F statistic 11.784*** 10.679*** 10.835*** 9.860*** 9.312*** 

Not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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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이기에 최고경영자 승계는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신임 최고경영자 겸손함이 전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승계 유형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전략 변화도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승계 유형과 기업의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 시 내부승진 최고경영자 보다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전략 변화도가 더 큰가를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과 전략변화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 년 동안 최고경영자 교체 사례가 있던 KOSPI 상장 기업 중 

금융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할 수록, 그리고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될 때 전략 변화도가 더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겸손할 수록 외부출신 최고경영자와 기업 전략 

변화도 간의 관계가 강화되었다. 이는 신임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TMT 결속을 통한 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전략 변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전략 변화를 공유된 비전으로 삼아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또한 외부 출신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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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전략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소임을 띄고 선임되었고 

기업 내부로부터 쉽게 계발될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 최고경영자 

승계 시 내부에서 승진한 경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바를 

의미한다 (Grusky, 1963; Carlson, 1961; Helmich& Brown, 1972; 

Staw, Sandelands,& Dutton, 198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절효과는 

최고경영자가 겸손하면 사회화된 권력 (socialized power)을 사용해 

변화를 꺼리는 기존 TMT 구성원들을 설득해 전략 변화를 보다 원활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겸손한 최고경영자가 가지는 

특징은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가 부족한 기업 특유의 지식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질 중 하나인 겸손함에 관한 연구를 

심화했다는 가치가 있다.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질 중 과도한 자신감은 

과거부터 실증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겸손함에 대한 실증연구는 

깊이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기업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겸손함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에 따른 전략 

변화가 일관된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는 

가치가 있다. 외부 출신 최고 경영자가 선임되는 경우에 전략변화가 

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외부 

출신 최고경영자는 조직 장악력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략 변화를 오히려 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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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최고경영자가 선임되는 경우 전략 변화가 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바를 밝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로 최고경영자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최고경영자 승계와 전략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임자 교체 사유, 이전 기업 성과 등 신임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환경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개인의 특성 중 심리적 특질인 겸손함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연구하여 최고경영자의 승계 유형이 전략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신임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CEO 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는 기여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전략 변화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조절효과로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밝혀 기업인들의 겸손함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대리변수만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설문조사를 이용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직접 측정한 선행연구도 

있다. Owens, et al., (2013), Ou et al. (2014), O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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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ens& Hekman (2016)의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설문지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어떠한 측정 방식이 보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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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O Humility and  

Corporate Strategic Change 
 

- Focusing on the Effect of CEO Succession - 

 

Kyung Rya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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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on upper echelons theory explores the effects of 

CEO psychological traits on corporate strategy. Among psychological 

traits, CEO overconfidence was widely studied and various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overconfidence could be detrimental to 

companies. Thus, in an effort to find alternative psychological traits, 

growing number of scholars are paying attention to CEO humility. 

Based on upper echelons theory, this research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humility and corporate strategic change. 

Strategic change is worth studying si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in 

an ever changing business landscape. Specifically, this paper studies 

whether each CEO humility and CEO succession type affects 

corporate strategic change and how CEO humility moder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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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EO succession type and corporate strategic 

change.  

Using a sample of Korean listed companies that experienced 

CEO succession from 2013 to 2015, this paper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EO humility and strategic change. 

This result suggests that humble CEO increases strategic change by 

TMT integration and rapid decision making. Secondly, the paper 

found that outside CEOs increases strategic change. This finding 

shows that outside CEOs are hired when strategic change is 

necessary and bring novel knowledge and skills, thereby increasing 

strategic change.  

Lastly, CEO humilit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utside CEOs and strategic change. The moderating effect reveals 

that by using socialized power, humble outside CEOs can persuade 

existing TMT members who are opposed to change. Also, humble 

CEOs are able to obtain firm specific knowledge that they are lack of 

but is necessary for strategic change. This paper advances the 

research on CEO humility and shows that humble CEOs are 

appropriate when strategic changes are expected.  

 

Keywords : Upper echelons theory, CEO humility, Succession type, 

Strateg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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