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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경영자의 인적속성에 따라 경영자의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경영자의 인적속성으로는 학력, 나이, 전공, 그리고 학

위 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10년 간

유가증권 시장 595개의 기업의 912명의 경영자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경영자의 학력과 기업 성과 사이의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볼 수 없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

법을 도입하여 경영자의 학력과 기업 성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도출을 시행

해 보았다. 먼저 대학원 학위를 제외하고 학부 학위만을 학력의 기준으로 설

정해보았다. 다음으로 비교적 젊은 경영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보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영자 학력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도출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연구대상 기간 10년 동안 경영자 교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기업

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위의 어떠한 방법론으로도 경영자의 학

력과 기업 성과간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난 10년 간 국내 유가증권 기업

경영자의 학력, 전공, 학위 수준 등의 인적자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

였다. 또한 경영자의 학력과 그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밝혔다. 고학력의 기준

을 학위 수준이 아닌 출신 대학으로 두고 학력과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주요어: 인적자본, 경영자 학력, 경영자 생산성, 기업 성과

학번: 2016-20158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본 론 ·············································································································2

제 1 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

1. 이론적 고찰 ······································································································2

2. 주요 선행연구 고찰 ························································································ 6

제 2 절. 연구 방법 ····································································································7

1. 표본 수집 방법 ································································································ 7

2. 변수 ····················································································································8

3. 회귀식 ················································································································9

제 3 절. 기초 통계 ··································································································10

제 4 절. 분석 ············································································································14

1. 단순 OLS ········································································································14

2. 고정효과 모형(학부기준) ············································································· 15

3. 고정효과 모형(학위기준) ············································································· 16

4. 학부 학위와 대학원 학위 ············································································ 17

5. 나이와 경력 효과 ·························································································· 18

6. 기업 규모 효과 ······························································································ 19

7. 경영자 교체가 없는 기업의 분석 ······························································ 21

제 3 장. 결 론 ·············································································································22

■ 참고문헌 ·················································································································· 26

■ Abstract ·················································································································· 31



표 목 차

[표 1] 주요 선행연구 변수 요약 8

[표 2] 변수 요약 9

[표 3] 기초 통계량 10

[표 4] 경영자 학력 통계 11

[표 5] 기업 업종 통계 12

[표 6] 경영자 교체 통계 13

[표 7] 경영자 미교체 기업 비교수치 14

[표 8] 명문대 학위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OLS 분석 15

[표 9] 명문대 학위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16

[표 10] 명문대 학부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17

[표 11] 학위 수준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8

[표 12] 나이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9

[표 13] 기업 규모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1

[표 14] 경영자 교체가 없는 기업에서의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2



- 1 -

제 1 장. 서 론

학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생산성을 비교하거나

대졸자와 석ㆍ박사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등 학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같은 학위 내에서는 생산성의 차이가

적게 발생하고 학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경제적 이윤 창출

에 피상적인 영향만을 가지는 중간계층의 노동자의 지적 자본에만 집중하였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Crook et al., 2011).

하지만 같은 학사라 하더라도 그 계층은 매우 상이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개

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황남희 and 정주연 2011; 홍민기 and 조가원, 2011;

Carroll and Tani, 2013; Marrocu and Paci, 2012). 다양한 선행연구 들에서 이

미 대졸자 내부의 양극화 혹은 다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헌, 2005; 박

성준 and 황상인, 2005; 이찬영, 2008; 차성현 and 주휘정, 2010; 홍민기 and

조가원, 2011; Carroll and Tani, 2013). 특히, 한국의 대학진학률의 경우 2015

년 기준 68%로 미국의 그것인 46%보다 월등히 높다(OECD, 2017). 따라서 한

국의 경우 미국의 연구에 비해 대학졸업자 집단 내부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더

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여기어진다.

이에 입각하여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즉, 최종학력이 서로 동일하게 학

부 졸업인 사람 혹은 최종학력이 서로 동일하게 대학원 졸업인 사람이더라도

출신 학교가 서로 다를 경우 서로 다른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가정하

고 그들의 생산성을 측정한 다양한 연구가 해외에서 시행되었다(Gottesman

and Morey, 2006; Miller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기존의 국내연구

와 달리하여 조금 더 희소하고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는 인적자본(Miller et

al., 2015)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최고경영자를 연구대상

으로 삼아 그들의 학력에 따른 생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최고경영

자의 경우 회사의 전략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회사의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Finkelstein et al., 2009; Hender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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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1 이론적 고찰

노동경제학과 인적자본 이론은 개인의 능력이 경제적 생산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며, 동시에 그러한 능력은 개발과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Becker, 1964; Zhang, 2012). 하지만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내는지 즉, 특정 대학 출신의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에 비해 기업에 많은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Coff, 1999).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한 다양한 연

구들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경영자의 경우 복잡한 현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Wally and Baum, 1994), 더욱 혁신적이고(Wiersema

and Bantel, 1992), 지속적 투자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고(Bertrand and

Scholar, 2003),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에 능숙하다(Palmer and Barber, 2001).

Kimberly and Evansico(1981), Hambrick and Mason(1984)은 최고경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들의 인지적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등이 달라져 경영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Palia(2000)는 경영자의 질(quality of

CEO)을 그들의 교육적 배경으로 정의하였다. 즉, 학교 순위 등을 기준으로 더

욱 명망이 높은 학교를 다닌 경영자의 질이 더 높다는 뜻이다. 이 논리를 바

탕으로 연구에서는 규제가 적은 산업의 기업이 규제가 심한 산업의 기업에 비

해 더욱 좋은 교육을 받은 경영자들을 많이 고용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

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규제가 심하지 않은 기

업이 경영활동에 있어 제약이 적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일수록 더욱 질 좋은 경영자를 구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강해진다. 두 번째로 규제가 심하지 않은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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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질 좋은 경영자 고용이

원활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더욱 질이 좋은 경영자가 규제가 심한

산업의 기업에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산업의 기업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설

명하였다. Barker and Mueller(2002)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CEO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혁신을 더욱 수용하는 경향을 지닌다.

한편 경영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무엇을 고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많은 연구에서 고학력자를 4년제 대

학 졸업 이상이나 혹은 석, 박사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berly and Evansiko(1981), Bantel and Jackson(1989), Hitt and

Tyler(1991), Thomas et al.(1991), Wiersema and Bantel(1992), Wally and

Baum(1994) 등의 많은 연구에서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경영자가 더 뛰어난

청보처리 능력과 의견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

구들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못하였고 다만 더욱 좋은 교육

을 받은 경영자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 암묵적

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는 반대로 대학원 학위에 비해 학사 학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연구

도 있다. 출신 학교가 서로 다를 경우 서로 다른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

로 가정하고 그들의 생산성을 측정한 다양한 연구가 해외에서 시행되었다.

Chevalier and Ellison(1999), Palia(2000)은 학부의 SAT점수와 대학원의

GMAT, LSAT점수의 평균점수를 통해 대학의 순위를 정하였다. Miller et

al.(2015)는 대학원은 선발 과정에 있어 지원자의 지적 능력과 특정 연구 주제

와 관련된 지식수준을 요구하며, 이러한 능력에 대한 선발은 특정분야와 관련

되어서만 유용할 뿐 경영자가 직면해야할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경영상황을 해

결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ottesman and

Morey(2006)의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SAT 등 입학점수를 통해 학부와 대학원의 위신을 결정하고 출신 학부나 대

학원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입학 성적과 경영자의

경영성과와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경영전문대학원(MBA)

나 법학전문대학원(law degree) 출신의 경영자가 대학원 학위를 지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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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의 성과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역시

둘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높은 순위의 대학을 졸업한 경

영자의 경우 그 외의 경영자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북동부 지역의 8개 사립대학 즉, 하버드(Harvard,

1636년 설립), 예일(Yale, 1701년),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1740년), 프린

스턴(Princeton, 1746년), 컬럼비아(Columbia, 1754년), 브라운(Brown, 1764년),

다트머스(Dartmouth, 1769년), 코넬(Cornell, 1865년) 대학교 등 아이비리그 대

학 출신의 경영자인지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여 그 외 출신의 경영자와의 생산

성을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생을 희소

한 인적자본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아이비리그 대

학의 학부는 선발과정에서 일반적인 지능 수준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취 등

학문적, 비학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Hernández, 1997). 이 대학들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SAT등의 표준화된 시험 성적을 통해 지적 수준과

학문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교육과정 외적으로 사회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Hernández, 1997; Zhang, 2012). 위와 같은 능력과 재능은 경

영자가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Lazear, 2001; Lazear

and Shaw, 2007). 따라서 위의 대학들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유능하

고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인적자본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Lazear

and Rosen, 1981).

본 연구에서는 고학력자의 기준을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출신학부의 위신

(prestige)으로 정의하여 경영자의 학력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생산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

다. 최고경영자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조용래 외,

2010). 하나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임명되는 과정에 임의배분(random

allocation)이란 것이 성립할 수도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또한 용

이하지 않다(Bertrand and Schoar, 2003).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생산성을 기업의 재무성과를 통하여 측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 경영자 생산성과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자산수익률

(Return on Assets: ROA), 매출액이익률(Return on Sales: ROS), 자기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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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Return on Equity: ROE) 등의 회계지표를 이용하였다(Venkatraman and

Ramanujam, 1986; Hart and Quinn, 1993; 유재욱, 2007; 황수정 and 신진교,

2009; 이해영 and 신지숙, 2013). 한편, 미국의 경영자 생산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Tobin’s q를 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경영자의 생산성 지표로 이용

하였다(Bertrand and Schoar, 2003; Gottesman and Morey, 2006; Bulan et

al., 2009; Miller et al., 2015). Tobin’s Q는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

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 측면에서 경영자에 의해

조작이 용이한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등의 지표에 비해 나은 측면이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7; Villalonga and Amit, 2006). 하지만 국내 상

장기업의 각 기업별 Tobin’s Q를 측정하고 있는 database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 변수로 EV/EBITDA를 사용하였다. EV란 기업의 총가치로 기

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EBITDA란 법인세 이자 감가상

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용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한다. EV/EBITDA는 수익성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과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현금흐름비율(PCR)을 보완하는 지표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용 된다(Block, 2010).

경영자의 나이와 그 재무성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Chown(1960)은 경영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Miller(1991)는 경영자의 나이

가 많은 경우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감퇴되어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경직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Bantel et al.(1989), Hitt and

Tyler(1991)은 경영자의 재직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기업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변화에 저항하며 안정성을 추

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경영자의 연령과 성과 간 긍정적 관계를 발견한 연구도 존재한다.

Ahlburg and Kimmel(1986)은 고령의 경영자일수록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력과 협상력 등이 향상되어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과를 불러온다고 주

장하였다. Hambrick and Fukutomi(1991)은 경험이 적은 CEO들은 명성, 사회

적 영향력,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신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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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의지하여 경영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학력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올 것을 기대하였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영자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Miller and Chen(1994)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관

료주의적이고 규칙에 얽매여 있으며 따라서 변화가 적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

다. Finkelstein et al.(2009)는 CEO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재량권을 행사

하여 더욱 빠르고 깊은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2 주요 선행연구 고찰

Miller et al.(2015)는 Business Week, Fortune, 혹은 Forbes 등 유명 경영지

에 소개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경영자와 그 외의 경

영자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영자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Tobin’s Q를 사용하였다. 학위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학부 학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아이비리그 학위가 경영

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경영자가 재량권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작은 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컸고 졸업으로부터 시간

경과가 크지 않은 젊은 경영자일 경우 Ivy League 학위에 따른 생산성 차이

가 크게 발견되었다.

최영근(2012)은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서 기업 가치를 평가 받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학력이 이에 얼마

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즉 학력의 신호이론 관점에서의 가치를

본 것이다. 주요 결론으로는 경영자가 명문대 출신일 경우 IPO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업 가

치를 높게 평가 받았고 관련 업종 경험을 보유한 경우 IPO시 기업 가치에 긍

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명문대 학위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Miller et al.(2015)의 연구의 경우 나이가

적은 경영자에서 학력의 효과가 더욱 크게 도출되었으나 최영근(2012)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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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영 성과가 더욱 컸다는 점이 있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경영자의 학력이 해당 기업의 경영 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대상을

달리하여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영자의 학력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경영자의 학력과 기업 재무성과 간 양의 관계

를 가진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의 경영

자에게도 이와 같이 학력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지니는지 연구해본다. 따라

서 많은 부분을 경영자의 학력 효과를 발견한 논문에서 사용한 변수와 방법론

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제 2 절. 연구 방법

2.1 표본 수집 방법

본 논문에서는 코스피(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시장에 상장한 기

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재무자료는 KocoInfo TS2000에서

추출하였다. KocoInfo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정보 자료

이다. TS2000에서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매출액성장률, 총자본성장률,

EV/EBITDA, ROA, ROE, ROS와 독립변수인 근로자 수, 산업코드 등의 자료

를 추출하였다.

인적자료는 Kisline과 DART 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Kisline에는

경영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출신학력과 전공, 더불어 경력사항과 현재

직위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학력은 단순 수료와 학위 수여 여부

가 구분되어 있어 경영자가 학위를 수료한 것을 졸업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배

제할 수 있다.

DART 전자공시는 회사 재무상태나 경영정보에 관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곳의 각 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대표이사를 해당 기업의 경영

자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기간동안 경영자가 교체된 경

우를 다 감안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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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et al.(2015) 최영근(2012)

종속변수 Tobin’s Q의 수준 and 변화율

기업가치 = (IPO 전체 주식수

– IPO 발행 주식수) * IPO

공모가

독립변수

CEO 나이, 명문대학 출신

여부, 학위 level, 종업원 수,

경영학위 소유 여부, 성별

CEO 나이, 학위 level,

명문대학 출신 여부, 기능적

배경, 관련 업종 경험

통제변수 산업특성, 연도 dummy

기업의 수익, 코스닥 지수,

산업 특성, 기업의 규모, CEO

지분보유 규모, 창업자 여부,

벤처케피탈의 투자

연구 대상 기업은 KOSPI 상장기업 중 595개의 기업이다. 2017년 현재

TS2000에 자료가 등록된 기업 수는 745개인데 이 중 595개의 기업의 2007년

부터의 재무자료가 완전히 입력되어 있다. 연구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6

년까지이다. TS2000의 EV/EBITDA 자료가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정하였다.

2.2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 선행연구들의 모형에 포함

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를 보면, Miller et al.(2015)

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최영근(2012)의 연구에서

는 종속변수로 IPO시점의 기업가치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두 연구에서 모

두 CEO의 인적속성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 Miller et al.(2015)의 연구에서

는 산업특성과 연도 dummy를 이용하였고 최영근(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

특성을 이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주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표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변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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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성장성지표: 매출액 성장률, 총자본 성장률

투자지표: EV/EBITDA

수익성지표: ROA, ROE, ROS

독립변수

학력변수: 명문 대학(혹은 학부) 출신 여부, 학위 수준,

경영학위 소유 여부

그 외 변수: 경영자 나이, 종업원 수

통제변수 산업특성, 연도

본 논문의 모형에 포함시킨 변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

로는, 기업의 가치와 재무성과를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다양한 종

속변수를 이용해 보았다. 기업의 재무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업

가치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등을 모두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 가치

지표로 EV/EBITDA를 사용하였고, 수익성 지표로 ROA, ROS, 그리고 ROE를

사용하였다. 또한 성장성 지표로 매출액성장률, 총자본성장률 또한 측정하였

다.

독립변수는 학력변수와 그 외의 변수로 구분하였다. 학력변수로는 명문 대학

출신 여부, 학위 수준, 경영학위 소유 여부를 포함하였다. 이 외의 변수로는

경영자의 나이와 종업원의 수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는 연도 더미, 산업별 더미를 포함시켰다. 본 논문의 변수설정을 요

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변수 요약

2.3 회귀식

각각의 종속변수들에 대해 다음의 식을 회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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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나이 56.948 8.328

명문대 학부 비율 0.53 0.499

명문대 학위 비율 0.6 0.49

대학원 진학 비율 0.427 0.495

경영학 학위 비율 0.389 0.488

종업원 수 1,675 5783

총자본 성장률 8.093 23.864

매출액 성장률 8.235 60.167

EV/EBITDA 19.775 178.571

ROA 2.55 10.408

ROE 2.003 44.197

ROS 11.073 39.128

       

여기서, 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성장률, 총자본성장

률, EV/EBITDA, ROA, ROE, ROS 등에 해당한다. 는 연도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 는 기업 고정효과(firm fixed effects)이다. 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경영자 지표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는 위의 패

널모형을 회귀 분석한다.

제 3 절. 기초 통계

본 연구의 기초 통계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초 통계량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경영자의 나이는 평균 57세, 명문대 학부 출신의 비율

은 53%, 명문대 학위 소지자의 비율은 60%, 석ㆍ박사 비율은 43%, 그리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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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부
경영자

수(10년)
비율 출신 대학원

경영자

수(10년)
비율

서울대 1,409 23.7% 서울대 236 4%

연세대, 고려대,

KAIST
1,312 22%

연세대, 고려대,

KAIST
439 7.4%

그 외 국내 대학 2,675 45% 그 외 국내 대학 650 10.9%

해외 유명 대학 433 7.2% 해외 유명 대학 1,165 19.6%

그 외 해외 대학 32 0.5% 그 외 해외 대학 49 0.8%

고졸, 중퇴 89 1.5% 학사 졸업 3,411 57.3%

계 5,950 100% 계 5,950 100%

영학 전공자 비율은 39%이다. 여기서 명문대 학위 소지자라고 한다면 명문대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대 학부 출신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영자의 학력과

생산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KAIST까

지를 명문대로 규정하였다(최영근, 2012). 하지만 경영자의 학력 자료를 보았

을 때 세계적으로 위의 대학보다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 위신이 높은 대학 출

신 경영자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해외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르

면 고학력자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저학력자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

어 해외의 유명 대학까지를 명문대로 규정하였다. 그 기준으로 QS 세계 대학

순위를 사용하였다. QS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QS)가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한

대학들에 대한 평가표로, 전 세계 상위권 대학들의 학사 및 석사 랭킹을 매기

고 있다. 2017년 기준 서울대는 36위, 카이스트는 41위, 고려대는 90위 그리고

연세대는 106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대학이라도 QS 순위 기준 106

위 이내에 해당한다면 본 연구에서 명문대로 간주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

영자의 경우 고학력자로 분류하였다. 경영자들의 학력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영자 학력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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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기업의 수 비율

어업 4 0.7%

광업 1 0.2%

제조업 379 63.7%

전기, 수도 7 1.2%

건설업 31 5.2%

도소매업 49 8.2%

운수업 20 3.4%

음식, 숙박업 2 0.3%

정보 서비스업 27 4.5%

부동산업 3 0.5%

기술 서비스업 61 10.3%

사업지원 서비스업 5 0.8%

교육 서비스업 2 0.3%

오락 서비스업 3 0.5%

기타 서비스업 1 0.2%

계 595 100%

위 [표 4]의 경영자 출신 학부와 출신 대학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신 대학원에 비해 출신 학부의 경우 국내 명문대 출신의 비중이 45.7%로

매우 높다. 반면에 출신 대학원의 경우 출신 학부에 비해 해외 유명대학 출신

경영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업종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종에 관한 통계는 한국표준

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의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KSIC의 분류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으로 단계적으로 분류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업종을 KSIC 대분류의 기

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KSIC 대분류는 표준 산업을 20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20가지 중 아래의 14가지 산업의 기업이 포

함되어 있었다. 통계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기업 업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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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통계치 (10년 통계) 비율

평균 재직기간 5.28년

평균 교체횟수 1.53번

미교체 기업 수 150 25.2%

교체 1회 182 30.6%

교체 2회 127 21.3%

교체 3회 89 15.0%

교체 4회 27 4.5%

교체 5회 19 3.2%

교체 6회 1 0.1%

교체 7회 이상 0 0.0%

총계 595 100%

논문 연구대상에 포함된 국내 595개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에서 제조업 기

업의 수는 379개이다. 제조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7%로 압도적으로 높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KSIC에는 표준산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연구의 대상이

되는 595개의 기업 중 특정 표준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산업은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간 595개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영자의 생산성에 관

하여 살펴본다. 기업 중에는 10년 간 단 한 차례도 경영자가 변하지 않은 기

업도 있고 10년 동안 많게는 6회의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기업 또한 존재한

다. 경영자 교체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6] 경영자 교체 통계

[표 6]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하나의 기업은 평균 1.53번

의 경영자 교체가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한 명의 경영자는 그 기업에서 평균

5.28년 경영자로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경영자를 한 번도 교체

하지 않은 기업 또한 전체 595개의 기업 중 150개로 전체의 25.2%에 해당한

다.

이처럼 경영자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기업들을 이외의 기업들과 비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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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교체기업 미교체기업 T값

나이 56.78 56.93 0.112

명문대학부 비율 0.56 0.49 3.9***

명문대학위 비율 0.64 0.58 1.829*

대학원진학 비율 0.38 0.51 -7.269***

경영학학위 비율 0.38 0.43 -4.039***

종업원 수 2771 531 8.922***

총자본 성장률 8.39 7.789 0.569

매출액 성장률 10.032 6.23 1.492

EV/EBITDA 16.47 25.47 -1.411

ROA 1.33 3.66 -4.773***

ROE -0.76 5.38 -3.424***

ROS 2.818 5.62 0.622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았다. 10년 간 경영자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150개 기업과 그 외의 기업들

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경영자 미교체 기업 비교수치

경영자를 한번이라도 교체한 기업의 경영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 비

해 명문대 학위를 소지한 비율이 더 높으나 대학원 진학 비율은 더 낮고 경영

학 학위 소유 비율 또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OA, ROE 지표 등

에서 경영자를 교체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분석

4.1 단순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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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수익률

명문대
학위

-1.297
(1.715)

-1.066
(0.668)

-3.19
(5.188)

-0.345
(0.289)

-1.877
(1.256)

-5.252
(11.198)

대학원
진학

1.315
(1.841)

-0.053
(0.717)

0.896
(5.573)

0.761
(0.310)

1.339
(1.348)

23.362*

(12.021)

나이 -0.045
(0.097)

-0.081**

(0.038)
0.052
(0.296)

0.085***

(0.016)
0.188***

(0.071)
0.318
(0.634)

경영학
학위

-0.98
(1.792)

0.077
(0.697)

-0.521
(5.419)

-0.085
(0.302)

0.984
(1.312)

-19.325*

(11.697)

종업원수
(log)

0.175
(0.551)

1.322***

(0.214)
-3.539
(1.682)

1.183***

(0.093)
2.663***

(0.403)
-5.576
(3.596)

연도
dummy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
dummy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5,950 5,950 5,950 5,950 5,950 5,950

R-
squared 0.012 0.049 0.004 0.065 0.02 0.009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경영자의 인적속성과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측정해보기 위해 다양한 회귀

를 시행해보았다. 먼저 종속변수를 통제변수, 통제변수와의 단순 OLS 회귀를

해보았다.

먼저 출신 학부와 출신 대학원 모두를 포함한 개념인 명문대 학위를 독립변

수로 두고 OLS를 시행한 결과 값을 [표 8]에 명시해 두었다. 전반적으로 명문

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대학원을

졸업하였다는 사실 또한 재무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표 8] 명문대 학위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OLS 분석

4.2 고정효과 모형(학위기준)

하지만 위의 ②식의 경우 기업 간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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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수익률

명문대
학위

-0.028
(3.557)

-1.272
(1.183)

3.631
(9.106)

-0.650
(0.431)

-1.678
(2.128)

-2.920
(19.300)

대학원
진학

3.557
(3.020)

-0.683
(1.174)

7.340
(9.028)

-0.562
(0.428)

-2.770
(2.113)

22.978
(19.165)

나이 -0.106
(0.165)

0.008
(0.064)

-0.306
(0.497)

0.014
(0.023)

0.105
(0.115)

0.085
(1.046)

경영학
학위

-0.711
(3.021)

3.270***

(1.175)
-2.432
(9.035)

0.240
(0.428)

2.505
(2.113)

-26.344
(19.173)

종업원수
(log)

-1.334
(1.883)

4.853
(0.733)

-6.701
(5.624)

-0.185
(0.267)

0.720
(1.317)

-162.6***

(11.948)

관측치수 5,950 5,950 5,950 5,950 5,950 5,950

R-
squared 0.095 0.129 0.12 0.392 0.179 0.142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상수항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그 회귀 추정량은 불편추정량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fixed effect 모형을 추정해보았다. 이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기업 특성효과를 가 반영하여 불편추정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표 9] 명문대 학위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단순 OLS를 시행한 [표 8]에 비해 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한 [표 9]의 경우

에 전반적으로 R square 값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명문

대 학위가 재무성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총자본수익률인 ROA는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진학 변수 또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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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수익률

명문대
학위

3.930
(2.822)

0.199
(1.098)

-2.158
(8.469)

-0.237
(0.400)

-0.859
(1.974)

-7.753
(17.909)

대학원
진학

3.213
(2.954)

-0.980
(1.149)

8.261
(8.852)

-0.684
(0.419)

-3.064
(2.068)

23.004
(18.755)

나이 -0.088
(0.165)

0.014
(0.064)

-0.334
(0.497)

0.016
(0.023)

0.108
(0.115)

0.062
(1.046)

경영학
학위

-0.571
(3.020)

3.226***

(1.175)
-2.341
(9.030)

0.204
(0.428)

2.405
(2.113)

-26.741
(19.166)

종업원수
(log)

-1.396
(1.883)

4.832***

(0.733)
-6.596
(5.624)

0.191
(0.267)

0.708
(1.317)

-162.5***

(11.948)

관측치수 5,950 5,950 5,950 5,950 5,950 5,950

R-
squared 0.095 0.129 0.120 0.392 0.179 0.142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4.3 고정효과 모형(학부기준)

출신 학부와 출신 대학원 모두를 포함한 개념인 명문대 학위 대신 출신 학부

만을 기준으로한 명문대 학부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아서 fixed effect 회귀를

시행해보았다.

[표 10] 명문대 학부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Fixed effect

독립변수에 명문대 학부 변수를 사용한 [표 10]에서도 명문대 학부 학위 또

한 재무성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표본을 분류하여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아래의 방법론은 Miller et

al.(2015)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4.4 학부 학위와 대학원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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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이하 석사 학위 이상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명문대
학위

-0.511
(3.229)

-3.370
(18.015)

-0.096
(0.654)

-6.178**

(2.926)
-0.202
(8.319)

0.566
(1.026)

나이 0.154
(0.179)

-0.827
(1.001)

-0.029
(0.036)

-0.021
(0.147)

0.210
(0.416)

0.093*

(0.052)

경영학
학위

0.894
(3.201)

6.382
(17.733)

0.517
(0.647)

3.318
(2.476)

2.438
(7.030)

-1.418
(0.868)

종업원수
(log)

5.324***

(1.959)
-5.761
(10.950)

0.869
(0.395)

5.630***

(1.225)
-6.069
(3.418)

-1.55***

(0.430)

관측치 수 3411 3411 3411 2539 2539 2539

R-
squared 0.14 0.122 0.449 0.197 0.464 0.463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먼저 학사 혹은 그 이하의 학위를 지닌 경영자와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지

닌 경영자의 표본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이 방법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학부과정의 경우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지능과 성취도, 그리고 학문분야

와 비학문 분야 모두를 아울러 고려한다(Hernández, 1997). 또한 이 과정에서

는 분석적 능력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를 추구한다(Zhang, 2012). 위와 같은 능

력 그리고, 위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형성된 인맥은 경영자로서 갖춰

야할 중요한 자질에 속한다(Lazear, 2001; Lazear and Shaw, 2007). 반면 대학

원 과정은 선발과정에 있어 인지적 능력이나 특정 분야에서의 역량을 중요시

하므로 경영자의 업무와 큰 관련을 갖지 않는다(Hernández, 1997). 따라서 명

문대 학부 졸업생에 학력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명문대 대학원 졸업생에 비

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표 11] 학위 수준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의 왼쪽 세 개의 열은 학사나 학사 이하의 학위만을 가진 경영자들의 자료

이고 오른쪽 세 개의 열은 석사 혹은 박사 출신의 경영자들의 결과 값이다.

결과를 보면 명문대 학위는 재무성과와 대체로 음의 관계를 지니었고 석사학

위 이상 자료에서 매출액성장률은 오히려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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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58 나이 ≥ 58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명문대
학위

-2.701
(2.173)

-0.961
(5.538)

-0.199
(0.820)

0.225
(1.707)

12.054
(20.529)

-1.083*

(0.580)

나이 -0.058
(0.170)

0.275
(0.426)

0.107
(0.064)

0.012
(0.189)

-2.70
(2.351)

0.045
(0.064)

경영학
학위

3.396*

(1.923)
2.978
(4.873)

-0.424
(0.727)

5.293**

(1.678)
-1.517
(20.268)

0.164
(0.571)

종업원수
(log)

4.489
(1.298)

-8.891
(3.262)

0.790
(0.490)

7.723***

(1.021)
-5.819
(12.287)

-1.33***

(0.347)

관측치 수 2969 2969 2969 2981 2981 2981

R-
squared 0.159 0.237 0.454 0.255 0.122 0.436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방법론에서도 명문대 학위와 재무성과 간의 양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4.5 나이와 경력 효과

경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적 젊은 경영자와 비교

적 나이가 많은 경영자에게 각각 학력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이 방법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경영자의 성과가 순수하

게 교육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면 이는 경영자가 젊고 경력이 적을 때 가장 두

드러지는 차이가 도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과 교육

적 배경에 의지하는 반면 경력이 많은 경영자는 명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그리

고 네트워크 등을 갖추어 교육 이외의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이다(Hambrick

and Fukutomi, 1991). 따라서 젊은 경영자에게서 학력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표 12] 나이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의 왼쪽 세 개의 열은 젊은 경영자들의 자료이고 오른쪽 세 개의 열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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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많은 경영자들의 결과 값이다. 경영자의 나이가 적고 많은 것의 기준은

표본 경영자들 나이의 중위수로 두었다. 결과를 보면 젊은 경영자들에게서 또

한 학위는 재무성과와 대체로 음의 관계를 지니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경

영자들에서 명문대 학위와 재무성과 간의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관계를 가

지는 지표도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방법론에서도 명문대 학위와 재무성과 간

의 양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4.6 기업 규모 효과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영자의 학력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해보았다. 이 방

법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경영자의 학력이 기업의 재무에 영향이 있

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영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극대화 될 것이

다. 여기서 경영자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의 규모를 사용하였다.

먼저, 경영자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재량권을 통해 더 신속하게 중

요한 회사 의사결정을 시행할 수 있다(Finkelstein et al., 2009). 반면에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관료적 성격을 띠고, 규칙에 얽매어 있으므로 경영자의 재량

권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Miller and Chen, 1994).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작

을수록 경영자의 학력이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표 13]의 왼쪽 세 개의 열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자료이고 오른쪽 세 개의

열은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결과 값이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의 기준은

표본 기업들 종업원 수의 중위수로 두었다.

결과를 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경영자의 학위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가져왔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방법론에서도 명문대 학위

와 재무성과 간의 양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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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기업
(종업원 수 < 383)

큰 규모의 기업
(종업원 수 ≥ 383)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매출액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명문대
학위

-2.784
(1.948)

9.084
(20.256)

-1.040
(0.758)

-0.320
(1.525)

3.663
(2.866)

-0.486
(0.306)

나이 -0.028
(0.094)

-0.609
(0.967)

0.040
(0.036)

-0.059
(0.099)

-0.074
(0.185)

-0.046
(0.019)

경영학
학위

3.222*

(1.881)
2.254

(19.375)
0.246
(0.731)

0.70
(1.354)

-0.399
(2.542)

-0.151
(0.292)

종업원수
(log)

5.143
(1.385)

-6.350
(14.203)

0.281
(0.538)

7.143**

(2.316)
-5.225
(4.354)

0.646
(0.133)

관측치 수 2970 2970 2970 2980 2980 2980

R-
squared 0.156 0.125 0.441 0.227 0.323 0.033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표 13] 기업 규모에 따른 명문대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4.7 경영자 교체가 없는 기업의 분석

위의 [표 7]에서 10년 간 한 차례도 경영자의 교체가 없던 기업과 이외의 기

업 간 경영자의 인적속성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해보았다. 추가로 경영자

교체가 없는 기업에서의 명문대 학위가 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10년 간 경영자의 교체가 없는 경우만을 따로 분석할 경우 경영자

교체에 따른 시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 595개의 기업 중 지난 10년 간 경영자 교체

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수는 150개이다. [표 14]에서도 명문대 학부가 재무

성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명문

대 학위는 총자본성장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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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성장률

총자산
성장률

이브이
에비따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매출액
수익률

명문대
학위

-3.130
(2.383)

-1.891*

(1.045)
-14.920
(19.693)

-0.374
(0.340)

-0.038
(0.779)

0.965
(1.187)

나이 0.145
(0.124)

-0.098*

(0.054)
0.140
(1.030)

0.004
(0.018)

0.037
(0.040)

-0.028
(0.062)

경영학
학위

-2.502
(2.351)

-1.408
(1.031)

-5.062
(19.351)

-0.014
(0.336)

-0.284
(0.769)

1.937*

(1.171)

종업원수
(log)

0.725
(0.976)

1.890***

(0.428)
-10.106
(8.063)

0.906***

(0.139)
1.837
(0.319)

-2.129
(0.486)

관측치수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R-
squared 0.029 0.072 0.010 0.068 0.047 0.121

주) ① 각 변수의 값은 변수의 평균값을, ( )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② ***, **, *는 각각 0.01, 0.05, 0.10수준에서 유의함.

[표 14] 경영자 교체가 없는 기업에서의 학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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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기업 경영자의 생산성과 그 경영자의 학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학력을 정의함에 있어 그 기준을 선행연구

의 방법론에 따라 출신학부의 위신(prestige)과 학부 혹은 대학원 등 학위의

수준의 두 가지로 정의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른 경영자의 학력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생산성을 정의함에 있어 그 기준을 기업의 성장

성지표, 투자지표, 수익률지표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대상을 달리하여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영자와 학력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경영자의 학력과

기업 재무성과 간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이와 같이 학력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지니는지 연구해본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경영자의 학력 효과를 발견한 논문

에서 사용한 변수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영자의 학력과 재무성과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됨

에 반해 연구 결과 명문대 학위 소지 여부와 경영자의 재무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를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몇

가지의 가능성은 유추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경영자가 실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Miller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미국 유명 경영지에 소개된 기업과 경영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경영자들은 유능한 경영

자이며 직접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영근(2012)의 연구에

서는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가하

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영자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재무자료들의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

요가 있다. 실제로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등의 변수는 경영자에 의해

조작이 용이하므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다른 변수와 병행하여 사용

할 것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다(Shleifer and Vishny, 1997; Villalong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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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t, 200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OA, ROS, ROE 등의 수익률 지표 이외

에도 매출액성장률, 총자본성장률 등의 성장률 지표와 EV/EBITDA의 투자지

표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로 앞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

영자의 보상 또한 큰 경향이 있다(Gottesman and Morey, 2006). 이에 따라

경영자가 학력이 높은 경우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경영자 보상이 커져 재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의 몇몇 지표에서도

높은 학력이 재무성과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차치하고,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영

자들의 경우 실제로 학력과 재무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의 기업이 최고경영자를 선별함에 있

어 경영자의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학위가 가진 신호효과는

배제되고 경영자의 능력만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저학력 경영자의 경우 낮은 학벌의 불리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

른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학벌 이외의 장점을 가진 경영자가 그 장

점을 살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을 가능성(Gottesman and Morey(2006))

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명문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자의 교육과 인적자원 획득 정도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하나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임명되는 과정에 임의배분(random

allocation)이란 것이 성립할 수도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또한 용

이하지 않다(Bertrand and Schoar, 2003). 따라서 역의 인과관계 또한 의심해

보아야 한다. 명문대학 출신의 경영자가 유능해서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더욱 유능하며, 확률적으로 학력 또한 준수한

경영자를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경영자의 학력

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어야 위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공헌도를 갖는다. 첫 번째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지

난 10년 간 경영자와 그의 교육적 배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교육적 배경과 성과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

이다. 기존의 한국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생산성을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고학



- 25 -

력의 여부를 학사, 석사, 박사의 여부로 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고학력자의 기준을 학위 수준이 아닌 출신 대학으로 설정하

고 그들의 성과를 비교하여 보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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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EO’s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 Evidence from Korean Publicly Traded

Companies -

Yoo, JeongHyun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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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Chief Executive Officer (CEO) education and firm performance. Our study

of 912 CEOs in 595 publicly traded company of Korea shows no advantage

accruing to graduates of selective universities. We find three results in our

analysis. First, firms run by CEOs from more prestigious schools perform

better than firms with CEOs from less prestigious schools. Second, even

among the younger CEOs who may have to rely more on their education,

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CEOs with prestigious school degrees

perform better than firms with CEOs without prestigious school degrees.

Third, there was no performance advantages of prestigious school human

capital even in small firms, where CEOs have ore discretion to influence a

company more profou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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