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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고경영층이론의 주요관심사인 ‘어떤 경영자가 훌륭

한 경영자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하여, 기존의 성과

(performance)위주 평가를 넘어서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여 경영자

의 인격적 품성이 기업의 도덕적 행동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최고경영층이론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겸손함

(Humility)에 집중하여 이것이 기업의 대표적인 비도덕적 행위인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겸손함의 특징을 1) 자기개발적성향(developmental Orientation)

2) 자기자신을 잘 앎(self-awareness), 3)타인에 대한 인정

(appreciation of others), 4) 낮은 자기중심성(low self-focus), 5)

내재론적 통제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 다섯 가지로 규정

하고 이 다섯 가지 특성들이 기업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회계부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Fraud Triangle

은 세 가지 요인(motivation, opportunity, rationalization)을 회계

부정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부정을 저지

르는 자의 ‘인지(perception)’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

정을 저지르는 최고경영자의 성격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

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최고경영자의

행동양상이 Fraud Triangle에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회계부정을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비

대칭에 의한 도덕적해이로 발생한 대리인비용으로 보고, 겸손한

경영자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영자에 비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CEO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에 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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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겸손한 경영자일수록 자신의

독단적 경영이 어렵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회계부정을 방지 및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회계부정을 더욱 감

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

는 해당 기업지배구조의 통제수준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

부정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국내

12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겸손한 경영

자일수록 회계부정을 할 가능성이 낮고 이사회의장직과 대표이사

직의 분리여부가 이 둘 간의 관계를 양(+)의 방향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추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였다.

주요어 : CEO Humility, Upper echelon theory, Agency thoery,

Fraud triangle, Accounting fraud, Governance

학 번 : 2015-2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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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어떤 사람을 기업의 훌륭한 최고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경영학 혹은 전략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져왔던 주제

이다. 그러나 경영학에서의 주요 관심은 기업의 성공과 좋은 실적을 가

져오는 선행요인들이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판단은 차치하고, 결국 기

업의 부가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우월한 특

성이며 그러한 최고경영자가 훌륭한 최고경영자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그를 뒤이은 ‘물벼락 갑질’ 사태와 최

근 한 기업 오너의 전(前)직원 폭행사건까지 한국 ‘재벌가’의 만행이 폭

로와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의 인격

및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여느 때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성과위주의 평가를 넘어서 경영자의

인격적인 품성이 기업의 행동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훌륭

한’ 경영자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미덕의 근본

이라고 흔히 언급되는 겸손함(humility)1)에 대하여 최고경영층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최고경영자의 겸손함(humility)은 최고경영층 이론의 흐름 속에서 비교

적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지적·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다(Tangney, 2000;

Rowatte 외., 2006; Owens 외., 2013; Ou 외., 2014; Beauchesne, 2014;

Zhang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겸손한 경영자의 특징로서 1)자기개발

적 성향(developmental orientation), 2) 자기자신을 잘 앎

(self-awareness), 3)타인에 대한 인정(appreciation of others), 4) 낮은

1) “Humility is the foundation of all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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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성 (low self-focus), 5) 내재론적 통제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논의를 이어나간다. 겸손한 경영자는

주로 나르시시스트나 거만한 경영자와 비교되며 그들과 일부 상반된 성

격 및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hatterjee & Hambrick, 2007; Campbell 외, 2004;

Gerstner 외, 2013; Tang 외, 2018). 최고경영층이론에 따르면 최고경영

자는 다른 임직원과는 다른 불균형적인 권력을 지니고, 이 권력의 발휘

를 통해 기업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최고경영자의 성격 및 특성들은

기업의 전략이나 문화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된다(Rowatt 외,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Humility)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특징이 기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과연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겸손한 조직행동을 불러

일으키는가?(Does a humble CEO bring humble organizational

behavior?)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업의 행위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이다.

회계부정은 경영자, 임직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재무

제표가 중요한 관점에서 잘못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주주를 비

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해당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부풀리는 일종의 사기

(fraud)행위이다. 전통적으로 회계부정은 Fraud Triangle 이론으로 그 원

인이 설명되어 왔다(Sutherland, 1940; Cressy, 1953; Wolfe &

Hermanson, 2004). Fraud Triangle 이론에서는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원

인을 크게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ies), 합리화

(rationalization)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전적

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상황에 대한 ‘인지(perception)’에 의존하

고 있다(Cressy, 1953).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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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회계부정의 주체로 보고, 그의 겸손한 인격적 특성이 최고경영자

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나아가 Fraud

Triangle의 각 요인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의 동기, 기회, 합리화에

부(-)적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회계부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겸손한 경영자일수록

자신의 독단적 경영이 어렵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

고, 높은 통제수준의 지배구조는 최고경영자의 회계부정을 저지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의 통제수준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배구조

중에서도 특히 이사회의 기능에 집중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활동성이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고 통

계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2012~2018년까지 국내 코스닥/코스

피 상장기업의 12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 CEO의

겸손함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CEO의 이사회의장겸임여부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의 관계

를 부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외이사

의 비중과 이사회의 활동성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및 회계부정과 유의

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회계부정, 최고경영층 이론, CEO Humility, 대리인

이론 등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제 3 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층 이론과 대리인이론을 적용하여 CEO

겸손함과 회계부정간의 부(-)의 관계와 지배구조의 매개효과를 예상하는



- 4 -

가설을 도출한다. 제 4 장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연

구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제 5 장에서는 가설검정 결과를 분석한 뒤 마지

막 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에 대하여 정리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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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회계부정(Accounting Fraud)

1. 회계부정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회계부정 혹은 분식회계(Accounting Fraud)란 경영자, 임직원 등의 고

의적 행위(intentional act)로 인해 외부감사를 받는 재무제표가 중요한

관점에서 잘못 표시되는 것(misstatements)을 의미한다. 회계부정은 주

로 매출액,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비용을 축소하여 왜곡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해당기업의 재

무적 건전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실제보다 긍정적인)를 심어주는 일종

의 사기(fraud)행위이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에서는 회계부정을

관련 문서나 기록의 고의적 조작, 자산의 유용, 중요한 기록이나 거래의

효과 누락, 허위거래의 기록, 회계기준의 악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양한 회계부정사례가 발표되고 큰 이슈를 일으킴에 따라, 기업계 및 학

계에서는 사전에 회계부정의 위험을 감지해내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 Rezaee(2002; 2005)는 대형 회계부정사례들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요인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회계부정사태를 하나의

범죄(crime)로 명명하고, CRIME 약자를 통하여 다섯 가지 요소들로 회

계부정이 발생하는 상황을 요약해냈다. 즉 요리사(C, Cook)인 경영자가

다양한 레시피(R, Recipe)를 이용하여 회계적 조작을 범하며, 이러한 회

계부정은 기업내부에 감시·감독 체계(M , Monitoring)가 취약한 상황에

서 경영자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만한 경제적 유인(I , Incentive)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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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때 발생하며, 또한 회계부정의 최종적 결말(E, End result)은 결

국 나쁘다는 것이다(임형주, 2016). CRIME 프레임은 회계부정사태를

재치있고 간결하게 설명하지만, 회계감사 분야에서 보다 전통적으로 널

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Fraud Triangle 이론이다.

Fraud Triangle 이론에서는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위험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Surtherland, 1949; Cressy, 1953; Albrecht

et al, 1982).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ies), 합리화

(rationaliz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요인인 동기(motivation)는

세부적으로 개인적 유인(incentive) 혹은 상황적 압력(pressures)으로 나

뉠 수 있는데,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진 혹은 기타직원이 회계부정을

저질러야만 하는 유인(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거나, 상황

적·심리적 압박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의 동기가 될 수 있

는 세부적 요인들은 개인의 욕심, 명성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형편없

는 성과, 외부조달의 시급성 등 다양하다(Bussmann & Werle, 2006;

Schuchter & Levi, 2016).

기회(opportunities)란, 그 기업의 구조적 취약함으로 인해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 혹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

영연구들에서는 기업 내 감독 및 보안 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기회적 요소로 보고, 회계부정의 유혹을 심화하는 요소로

주목해왔다(Marden and Edwards, 2005; Bussmann & Werle, 2006;

Howe and Malgwi, 2006; Dorminey et al, 2010). 또한 회사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외부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지나친 신뢰관계, 경영

진 혹은 이사회의 부족한 지식 등이 회계부정의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Loebbecke et al, 1989; Farber, 2005; Howe and Malgwi, 2006;

Lou and W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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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합리화(rationalization)는 회계부정을 자행한 당사자가 자신

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 혹은 능력을 지니

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는 자신의 사기행위를 덜

잘못된 것처럼 혹은 타당한 것처럼 보일 만한 이유를 찾아내어 나쁜 결

과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자부심(self-esteem), 자

기존중(self-respect) 혹은 호의적인 자신의 이미지(self-concept)을 유지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Shover & Hochstetler, 2006).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한 기업의 대표가 회계부정을 자행한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

작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둥의 이타주의적 변명을 들며 자신의 부정을 합

리화하는 경우이다(임형주, 2015). Cressy(1950)는 합리화를 자신이 저지

른 범죄와 청렴, 정직함 등의 도덕적 가치 간의 상충을 조정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설명한다.

Fraud Triangle에서 “Opportunity”는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의 문을 열고, “Pressure”과 “Rationalization”은 사람들이 부정을 실제

로 자행하게 한다(Ghozali & Achmad, 2018). 요약하자면 경영자(혹은

기타 직원)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만한 어떠한 경제적 유인 혹은 상황적

압박이 있고, 그 경영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쉬이 저지를 수 있는 상황적 제도적 여건들

이 갖추어져 있을 때 회계부정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Fraud Triangle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Wolfe와

Hermanson(2004)의 Fraud Diamond이다. Wolfe와 Hermanson은 회계부

정의 신호를 더욱 잘 식별해 내기 위하여 기존의 Fraud Triangle의 3요

소(motivation, opportunity, rationalization)에 제 4의 요인으로서 경영자

의 역량(capability)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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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경영자(혹은 기타직원) 개인의 성격적 특성(personal traits)과 능

력(ability)으로서, 현재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opportunity)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skill)이 필요

하다는 의미이다(Schuchter & Levi, 2016). Wolfe와 Hermanson(2004)의

주장에 따르면, Fraud Triangle의 세 가지 요인이 이미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경영자 개인의 역량(capability)에 따라서 회계부정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계부정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발견해내

기 위해서는 경영자 개인의 특성(capability)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임직원의 조직 내 지위 및 직무,

지적능력, 자아(ego)와 자신감, 타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하거나 부정을

숨기도록 강압할 수 있는 능력, 지속적인 거짓말, 스트레스 처리 능력 등

의 5개 요소를 회계부정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경영자의 역량(capability)

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capability의 5개 요인들을 깊이 살펴보면 기존의 Fraud Triangle의 3요

소와 중첩되는 점이 많다. 조직 내 직위, 상대를 강압하는 능력 등은 결

국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적 기회(opportunity)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으며(Schuchter & Levi, 2016), 지적능력 자아(ego) 및 자신감,

지속적인 거짓말, 스트레스 처리 능력은 해당 임직원의 성격적 특성과

연결되어 결국 합리화요인(rationalization)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부정 리스크 요인의 본질을 고려하고 논

리의 간결함을 위하여, Fraud Triangle Theory의 세 가지 요인

(motivation, opportunity, rationalization)을 중심으로 회계부정을 설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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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Fraud Diamond의 중첩성

2. Fraud Triangle 선행연구

Fraud Triangle과 회계부정 간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양한 대용물(proxy)을 사용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 실증연구

들에서는 회계부정에의 경제적 유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적 목

표(financial target)와 회계부정 간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Ansar, 2012; Fimanaya & Syaruddin, 2014; Lou & Wang, 2009). 상황

적 기회(Opportunit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된 선행연구들에서

는 기업 내의 모니터링 수준과 회계부정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상충하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했다(Skousen, Smith & Wright, 2009;

Rahmanti & Daljono, 2013).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성향과 관련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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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rationalization) 관련 연구들 또한 회계부정에의 효과에 대한 뚜렷

한 방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Chen & Elder, 2011; Fimanaya &

Syafruddin, 2014). 이에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추가적 실증연구가 더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raud Triangle 상의 세 가지 요소들은 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인식(perception)’에 의존하고 있다(Cressy, 1953). 한편 대규모 회

계부정사태가 발각되었을 때, 많은 경우 그 기업의 CEO가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회계부정은 CEO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다. Beasley 외(1999)는 70%이상의 미국 상장기업 회계부

정사례에서 CEO가 부정행위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부정의 주체로서 CEO를 바라보고, CEO의 특성(겸손

함, humility)에 따라 fraud triangle의 세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나

아가 기업의 회계부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

다.

제 2 절 최고경영층 이론(Upper Echelon Theory)

본 연구의 논의는 최고경영자의 조직에 대한 무한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전략적 선택 이론(strategic choice theory)과 최고경영층 이론(upper

echelon theory)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 및 활동에서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동일

한 가중치를 가지지 않으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그룹

(power-holding group)이 있다(Child, 1972). 최고경영자는 다른 최고경

영층들과 다르며 그는 불균형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고, 이 권력의 발휘

를 통해 기업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최고경영자의 성격 및 특성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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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전략이나 문화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된다(Rowatt 외,

2006).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 최고경영층 이론에서는 전략적 선택이나

실적과 같은 조직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경영자의 배경적 특성

(manager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전략 및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경영층의 배경적 특성

들을 찾아내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박철순 & 유진탁 1999;

Bantel & Jackson, 1989; Wiersema & Bantel, 1992; Zenger &

Lawrence, 1989). 최고경영층 이론의 요지는 경영자가 특정한 상황 및 문

제를 마주할 때, 경영자는 자신의 인지적 기반(cognitive base) 및 가치관

(value)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나이, 재무상황 등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의해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게 되고, 이러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문제 해

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

가 그의 지대한 영향력에 의하여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은 기업의 전략

및 행위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이는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그림 2].

[ 그림 2 ] upper echelons perspective of organization

(Hambrick & Mason, 1984)

따라서 최고경영층 이론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최고경영자의 배경적 특성(background characteristics)을 찾으려

는 시도를 해왔고, 최고경영자의 나이, 근속년수, 교육수준, 기능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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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에 집중하여 객관적이고 실증 가능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는 가치관이나 인지적 기반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

은 측정이 어렵고, 피실험자의 조작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기인한다. 하

지만 경영자가 특정한 상황을 해석할 때 여과장치(filter)로서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찰 가능한 배경적 특성보다는 심리적인 특성일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겸손

함(humility)에 집중하여 이것이 기업의 행동, 특히 회계부정행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겸손함(CEO Humility)

1. 겸손한 최고경영자의 특성

겸손함 혹은 휴밀리티(humility)의 개념은 심리학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략경영 분야에서 정의하는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의 특성을 종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Tangney(2000)는 휴밀리티의 주요 구성요소로

서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자기 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of abilities and achievements), 자신의 실수와 한계에

대한 인식(self-awareness of mistakes and limitation), 새로운 외부정보

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new ideas, information and advice from

others), 성공과 성과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keep success and accomplishments in perspective), 낮은 자기중심성

(low self-focus), 타인에 대한 인정(appreciation of others)을 꼽았다.

Owens 외(2013)는 1)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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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elf accurately)를 가지고, 2) 타인을 인정하며(displayed appreciation of

others), 3)피드백에 대한 수용성(openness to feedback)과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능력(teachability)과 같은 행동 요소를 보이는 자를 겸손한 사

람으로 정의하였고, 이 세 가지 요소는 CEO 휴밀리티에 대한 후속연구

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었다. 나아가 Ou 외(2014)는 이 휴밀리티

의 세 가지 요소에 1) 낮은 자기중심성(low self-focus), 2) 자기초월적

추구(self-transcendent pursuit), 3) 자기초월적 인식(self-transcendent

concept)을 추가하여 총 여섯 개의 측면으로 휴밀리티를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CEO 휴밀리티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

에서는 CEO 휴밀리티의 주요 특성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기

업의 회계부정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겸손한 경영자는 자기개발적

성향 및 학습능력 (developmental orientation/ teachability)을 가진다.

겸손한 경영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수용적이고 타인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Vera & Rodriguez Lopez, 2004), 다른 사람의 충고

에 대해 개방적이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developmental

readiness)를 지닌다(Tangney, 2000; Owens 외, 2013). 둘째, 겸손한 경

영자는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self-awareness). 이러한 특성은 자

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Templeton, 1997)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긍

정 혹은 부정적 과장 없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Owens, Rowatt & Wilkins, 2011). 겸손한 경영자의 정확한 자기인지능

력은 종종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자아도취(self-complacency)로 연결될

수 있는 과도한 자신감(overconfidence)을 가질 확률을 낮춘다(Owens

외, 2013; Vera & Rodriguez-Lopez, 2004). 셋째, 겸손한 경영자는 타인

의 능력과 성과 등을 인정하고(appreciation of others), 그들에게 의지한

다(Weick, 2001). 겸손한 경영자는 부하직원들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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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Whitener et al, 1998),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Morris 외, 2005; Owens & Hekman, 2012). Ou 외(2014)는 겸손한 경

영자는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의 행동 양상을 보이며, 이는 나아가 최고경영진의 통합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겸손한 경영자는 낮은 자

기중심성(low self-focus)을 띤다. 즉, 자기 자신이 거대한 우주 속의 아

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Owens

2009; Tangney, 2000) 도덕적 법칙 혹은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까

지 나아간다(Morris, Brotheridge, and Urbanski, 2005). 이러한 겸손한

경영자의 삶의 태도는 기업의 관리자로서 자신만의 이기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transparent pursuit) 공동의 이익, 나아가 사회전체

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Ou 외, 2014). 실제로 최고경영자

의 겸손함은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pro-social) 조직행동으로 나타난다

는 실증연구 결과도 있었다(Exline & Geyer, 2004; Owens, 2009). 마지

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실수나 실패가 있을 경우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에 대해서 내재론적 인식을 가진다. 타인에 대한 인정

(appreciation of others)에서 언급하였듯이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공적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한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황 등의 외적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또

한 무조건적인 자책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self-awareness)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관련된 특성들은 회계부정을 설명하는

Fraud Triangle의 세 요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 요소들은 전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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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저지르는 자(최고경영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perception)에 달려있

기 때문이다(Schuchter & Levi, 2016). 즉, 휴밀리티라는 성격적 특성과

연관된 경영자의 심리적 여과장치(filter)에 의하여 motivation,

opportunities, rationalization 세 가지 측면에서 경영자의 상황 해석 및

판단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회계공시에 대한 전략적 선택

(strategic choice)을 일으키고 나아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무적

보고행위(financial report)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의 휴

밀리티와 회계부정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 3장 연구 가설 설정에서 자세

히 논할 것이다.

2. CEO Narcissism VS CEO Humility

CEO 휴밀리티의 특성들이 기업의 행동 혹은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밀리티와 상반되는 심리적 특성인 나르시시즘

(Narcissism)과의 개념비교가 도움이 된다. 최고경영층이론 초창기의 관

찰 가능한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으로 관심

을 옮겨 이론을 발전시켜가는 흐름 속에 나르시시즘과 휴밀리티의 조직

행동에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르시시

즘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과하게 부풀려진 인식을 가지고 이에 사로잡

혀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나르시스적인 개인은 자기인식에 있

어 겸손한 개인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나르시스트들은 강한 1) 자기

중심성(strong self-focus)을 지니며 2) 타인에 대한 우월감(superiority)

을 느끼고 자신을 마땅히 자격 있는 존재로(entitlement) 느낀다. 이와

동시에 3) 지속적으로 외부의 인정, 칭찬, 관심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

해 자신에 대한 부풀려진 자기관(inflated self-view)을 유지하고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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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atterjee & Hambrick, 2007; Campbell 외, 2004; Gerstner 외, 2013;

Tang 외, 2018). 겸손한 CEO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Rowatt et al, 2006) 나르시스적인 CEO는 그러한 관심과 주목의

중심에 있고 싶어한다. 종합적으로 자기인식(self-awareness), 타인에 대

한 인정(appreciation of others) 등의 특성에서 나르시시즘과 휴밀리티

는 양극단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밀리티를 단순히 반-나르시시즘(anti-narcissism)

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반-나르시시즘적 특성에 더불어 자기개발적 경

향(developmental orientation), 타인에 대한 인정(appreciation of

others), 자기초월적 추구(self-transcendent pursuit) 등의 더욱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Zhang 외(2017)는 휴밀리티와 나르시시즘이 상충하는 특성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인 내에서 상존할 수 있다는 역설을 이야기

했다. 이러한 특징들에서 볼 수 있듯이 휴밀리티를 단순히 반-나르시시

즘 혹은 낮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둘

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하며 그간 전략연구들도 그러한 방

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르시시즘 관련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에 따르

면 나르시스적인 CEO는 역동적이고, 리스크가 높은 투자전략을 취하며,

위기를 겪고 빠르게 기업의 성과를 정상화하는 능력을 보이는 한편, 객

관적인 성과지표보다는 외부의 사회적인 칭찬, 평판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atterjee & Hambrick, 2007; Zhu & Chen,

2015).

3. CEO Humility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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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겸손함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측정(measurement)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직행동 및 리더십

변수를 종속변수로 둔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조직행동분야

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휴밀리티는 타당하고(fair), 협력적이며

(cooperative) 윤리적인(ehtical) 의사결정과 친사회적인 행동양식

(prosocial behaviors), 용서관련 변수(forgiveness-related variables)들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작업장에서의 일탈 행위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Hilbig & Zettler, 2009; Exline & Geyer, 2008;

Lee, Ashton, Morrison, Cordery & Dunlop, 2008; Shepherd & Belicki,

2008). 또한 리더십 분야에서는 CEO 휴밀리티가 직원들의 직무몰입

(job-engagement), 직무만족도(job-satisfaction), 팀의 학습 오리엔테이

션(team learning orientation), 팀원의 몰입(team member engagement)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겸손한 CEO가

긍정적인 작업장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

다. 또한 겸손한 CEO는 최고경영층의 통합과 종업원들의 성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u 외, 2014). 한편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가치평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Beauchesne, 2014), 양손잡이전략(ambidextrous strategies)을 구사하며,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2001;

Ou 외, 2014). 한편 기업성과에 휴밀리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

관되지 않은 실증결과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과연 훌륭한 경영자는 어떤

품성을 지닌 경영자인지, 겸손한 경영자는 좋은 경영자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백하게 비도덕적이며 부정한 행위인

회계부정을 종속변수로 삼고 휴밀리티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

서,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과연 겸손하고 정직한 기업의 조직행동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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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제 4 절 대리인이론 관점(Agency Perspective)

이 연구는 기업의 회계부정을 주인-대리인 간의 대리인문제에서 발생

하는 도덕적 해이로 바라보고, 휴밀리티와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성호과 정창훈(2012)은 지방정부의

회계부정을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대리인문제로 발생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규정하였고, Shi 외(2017) 역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지배구조의 통제 압력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대리인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회계부정을 대리인문제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았다.

특히 겸손한 최고경영자를 ‘주인-대리인’ 맥락에 대입시킬 때, 회계부정

은 더욱이 대리인문제로 발생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휴밀리티 수준이 낮은 경영자의 경우 자기중심성이 높아 주주 혹은 그

기업의 오너 정도로의 좁은 ‘주인’ 개념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

의 실적을 조작하여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부정은 그 주인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비용

이 아닐 수 있다. 반면에 휴밀리티적 특성이 높은 경영자의 경우, 친사회

적이고(Exline & Geyer, 2004), 윤리적 판단을 내리며(Lee 외, 2008), 사

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경향성(Owens, 2009) 등으로 인해 그의 ‘주

인’은 주주를 넘어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사회로 확대

된다. 따라서 겸손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불법적 행위이자 내·외

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회계부정은 명

백한 도덕적 해이이며 대리인비용이다.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따르면 대리인문제(agent problem)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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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 이론

은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 충돌(interest conflicts)이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주주의 가치를 해하는 효과를 가지

고 온다고 설명한다(Jensen, 1986). 전통적인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대리

인(agent)은 주인(principal)에 비하여 더욱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과보다는 자신의 재임기간의 단기성과에 집중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첫째, 주인(principal)과 대리인

(manager) 두 주체 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이해의 충돌(interest

conflicts)이 발생하고, 둘째로 두 주체 간에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즉 감시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지

는 않을 것이다. 이에 많은 대리인 이론 관련 연구들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의 상황적 맥락에 집중하여 주로 지배구조 등의 시스템적

요인에 따른 대리인 문제의 발생 양상을 검증하였다. 또한 대리인 문제

를 줄이기 위해서 대리인과 주주 간의 이해상충(interest conflicts)을 줄

일 수 있는 보상 및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고(e.g,. Jensen &

Meckling(1976)), 두 주체 간의 정보의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을 줄일 수 있는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사회기능을 강화하

는 등(Fama & Jensen, 1983; Williamson, 1984)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해왔다. 예를 들어 경영자(agent)에게 자사 주식

을 수여하거나 매입하게 하여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주

(principal)와 경영자(agent) 간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의 비중을 늘려 감

시·감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권장해왔다(Baysinger & Hosk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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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양상을 외부요인(구조적, 상황적)

이 아니라 대리인 문제의 주체(특히, 대리인)의 내부요인(성격적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제하는 하나의 가정은 대리인 문제

는 대리인(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성격, 가치관 등)에 따라 문제의 발생

정도 혹은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의 연

구대상인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에 집중하여 휴밀리티 수준에 따라 대리

인문제의 수준이 달라지는 양상을 추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의 겸손함과 기업의 회계부정(fraud triangle)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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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설정

제 1 절 CEO Humility와 Accounting Fraud

사실상 기업의 재무적 보고는 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므로, 회계부

정에 대한 경영자의 동기유인이 존재한다면 매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기행위이다(Pamungkas 외, 2018). 본 연구의 대상인 최고경영자의 겸

손함과 기업의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바

와 같이 휴밀리티를 다섯 가지 특성 1) 자기개발적 성향/학습능력

(developmental orientation/ teachability), 2) 자신에 대해 잘 앎

(self-awareness), 3) 타인에 대한 인정(appreciation of others), 4) 낮은

자기중심성(low self-focus), 5) 내재론적 통제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으로 나누어 Fraud Triangle의 각 요인(motivation,

opportunities, rationalization)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 것이다.

Fraud Triangle의 세 요소는 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자의 상황에

대한 ‘인지(perception)’에 달려 있고, 본 연구의 맥락 하에서는 회계부정

을 저지른 ‘최고경영자’의 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Beasley 외,

1999; Schuchter & Levi, 2016). 그러므로 인지작용의 기반이 되는 최고

경영자의 성격적 특성(겸손함)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세 요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는 Fraud Trianlge

의 세 가지 요인(motivation, opportunities, rationalization)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그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적 성향이 높게 나타

날수록 그 기업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최고

경영자의 겸손함이 fraud triangle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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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CEO Humility의 Fraud Triangle에의 영향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된 실증연구에서 밝

혀진 작업장에서의 행동양상(workplace behaviors) 중 Fraud Triangle에

영향을 미칠만한 모습들을 [그림 3]과 같이 나열하고, 논리적 흐름에 따

라 그러한 행동양상들이 각 요인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추

론했다.

1. 겸손함과 회계부정 동기(motivation)

회계부정의 동기는 주로 경영자의 욕심, 형편없는 실적, 외부금융조달의

시급성, 명성에 타격을 입고 싶지 않은 마음, 중독 등에 의해서 발현된다

(Bussmann & Werle, 2006; Gill, 2011 a,b). 겸손한 CEO는 자신의 불완

전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어떠한 부정적, 긍정적 과장도 없이 자기 자신

의 능력 및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self-awareness)(Tang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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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Owens, 2009) 타인의 능력을 인정해준다(appreciation of others).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서 메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한다

(developmental orientation). 이러한 경향성에서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능력, 성과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자 할 것이며, 또 외부로

부터도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할 것이다. 나르시스트가 자신의 우월함

및 탁월함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칭찬, 존경, 인정을

필요로 하여 실제보다 이익 혹은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기업의

재무적 실적을 부풀려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게 나타

날 수 있는 반면(Blickle 외, 2006), 겸손한 CEO는 이와 반대로 외부의

집중과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Rowatt 외, 2006) 회계

부정에 대한 동기수준(motivation)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낮은 자기중심성(low self-focus)을 가지므로 자신의 개인

적 이익보다는 주주·이해관계자·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

지기 때문에(Owens, 2009), 타당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Lee,

Ashton, Morrison, Cordery, & Dunlop, 2008; Hilbig & Zetler, 2009), 친

사회적인 행동양상(Exline & Geyer, 2004)을 보인다. 따라서 이 모든 것

을 종합하였을 때 CEO 휴밀리티는 회계부정에 대한 동기(motivation)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겸손함과 회계부정 기회(Opportunities)

Coleman(1987)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의 매력도(attractiveness of opportunity)와 불법을 자행함으로

써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 및 법적 비용을 고려하여 기회의 매력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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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대비 더욱 높다고 판단될 때 부정을 저지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안 수단의 부족에 의한 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비효과적인 조직 통제가 회계부정의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Marden & Edwards, 2005; Bussmann & Werle, 2006; Howe and

Malgwi, 2006; Dorminey 외, 2010; Schuchter & Levi, 2016). 또한, 최고

경영자가 회계부정의 기회로 인식하는 상황은 주로 조직 내 자신의 독점

적 지위 및 권력에 의해 다른 사람은 접근불가능한 정보가 있을 경우이

다(Machado & Gartner, 2016). 그러나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불

완전함(self-awareness)을 보충하여 더욱 합당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능력 있는 다른 하급자 혹은 동료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developmental orientation, appreciation of others), 그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Morris 외, 2005; Owens &

Hekman, 2012). 또한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스스로 자신의 독단적인 권

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휴밀리티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설 2>에

서 더욱 상세히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기업의

구조 및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회계부정의 기회 요인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겸손함과 회계부정 합리화(Rationalization)

마지막으로 회계부정 합리화는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의 인지적

프로세스로서(Markin, 1979; Rahn, Krosnik, & Breuning, 1994;

Scheufele, 2000) 경영자의 청렴함과 연관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회계부정

행위자의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다. Cressy(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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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자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및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부정이라는 사기행위가 ‘올바른(correct)’ 행위라고 스스로 결정 및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합리화’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회계부정자들

은 자신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주주나 이해관계자, 회사 그 누구도 물질

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

기 자신을 설득한다. 한국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리화 사

례는 경영자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 혹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다

고 변명하는 경우들이다(임형주, 2015). 겸손한 최고경영자의 특성을 이

에 대응시켜본다면 내적 통제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겸손한 경영자들은 좋지 않은 성과, 실패 등의 부정

적인 사건이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외부적 요인이나 다른 사

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기반으로 겸손한 경영자는 자신의 약점 혹은 실

수를 개선함으로써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Owens 외, 2016) 자기개발적 성향을 가진다. 따라서 겸손한 최고경영자

가 회계부정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외부적 요인을 들어 합리화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CEO의 겸손함은 회

계부정의 합리화 요인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4. 겸손한 대리인과 회계부정

대리인이론은 겸손한 최고경영자와 회계부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수준이 높을 때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나아가 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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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cost)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계부정을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으로 보고, 대리인문제의 발생 원인에 휴밀리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

하는 원인을 두 주체 간의 ‘이해상충’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본다. 그런

데 최고경영자의 성향, 즉 대리인의 가치관 및 성격에 따라 대리인 문제

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로, 겸손한 대리인(최고경영자)

은 겸손하지 않은 대리인에 비하여 주주 및 그 외의 이해관계자들과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자

기중심성이 낮은(low self-focus) 특징을 지니며, 이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self-transcendent

pursuit) 친사회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Exline & Geyer, 2004). 또한 최

고경영자는 즉각적 영예(immediate glory)를 추구하지 않으며 보다 장기

적 관점을 가지고 그 조직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Eweberhart, Maxwell & Siidique, 2004). 이에 따라 휴밀리티 성향이

높은 최고경영자의 경우, 주주 및 그 외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이 발

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휴밀리티 성향이 높은 최고경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주주와

경영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겸손한 경영자는 자기개발적 성향(developmental orientation) 및 학습능

력(teachability)을 지니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self-awareness) 동시

에 타인의 능력을 인정(appreciation of others)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

정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 및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욱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이다(Hilbig & Zet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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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선행연구들에서 증명되었듯, 겸손한 경영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

어서 하급자 등의 다른 사람들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경향(Morris 외,

2005; Owens & Hekman, 2012)이 있기 때문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작하려는 동기도 적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겸손한 대리인의 경우 겸손하지 않은 대리인에 비하여 주

인과의 이해충돌 및 정보의 비대칭성의 발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인 회계부정행위 또한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Fraud

Triangle의 세 요소에 모두 부(-)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대리인이론 관점에서도 겸손한 경영자의 경우 대리인문제인 회계부정

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겸손함과 기업의 회계부정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고 예상한다.

가설 1 :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회계부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제 2 절 기업지배구조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에서 예상한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와 회계부

정 간의 부(-)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매개효과로서 부분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지배구조란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이

익을 보호하고 부당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경영자, 감사인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문화, 프로세스, 관계 등을 일컫는다(Taherinia 외,

2017).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은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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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회계부정을 방

지 및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통적 대리인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

고 있는 가정이다(Taherinia, 2017; Davidoff, 2013). 지배구조에 대한 많

은 연구들에서는 경영자지분율, 외부주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이사회구

성 등 다양한 지배구조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Opler 외,

1999; Mikkelson & Partch, 2003; 빈기범, 2006).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이사회의 기능에 집중하

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구조적 장치로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시하는

내부 통제기구이다(Fama & Jensen, 1983; 이장희 & 류호영, 2011).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Fama & Jensen, 1983; Beasely, 1996; 이장

희 & 류호영,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측면

에서 지배구조의 통제력이 높을수록 회계부정이 적게 발생한다고 가정한

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 수준이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통제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겸손한 CEO는 자기개발성향 및 타인에

대한 인정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

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설계 및 프로세스 개선 측면에서 경영자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 대한 통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주주와 공유하여 두 주체

간의(주인-대리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인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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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최고경

영자는 지배구조의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이를 추진

하여 회사 내 구조적 장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파워를 지닌 특별

한 주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휴밀리티와 회계부정

간의 부(-)적 관계를 지배구조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예상한다. 휴밀리티와 회계부정 간의 관계에 대한 지배구조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a :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기업의 지배구조적 통제수준을 높인다.

가설 2b :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에 기업 지배구조의

통제수준은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진다.

[ 그림 4 ]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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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연구표본과 자료의 수집

1. 연구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연구관심대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실험집단

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실험집단에 대하여 최고경영자(CEO)의 휴밀리티

수준이 비교가능한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CEO들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체 표본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 표본의 경우 최근 7년(2012. 1~2018.9)이내 금융위원회의 감사

보고서 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국내기업 중 일정 수준이상의 제재를 받아

외부공표대상이 되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지적 사례가 게재된 상장기

업2)만을 대상으로 하였다(104개 기업). 또한 지적받은 회계연도의 CEO

의 휴밀리티 측정을 위한 CEO 데이터가 현재 수집가능하지 않은 경우

표본에서 제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집단기업이 감리지적을 받은 회계연

도에 재임했던 CEO가 사퇴하거나 기업이 부도하여 더 이상 그 CEO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기업은 표본에서 제하였다. 최종적

으로 실험집단 표본으로 37개 기업 40명의 CEO 데이터를 수집했다.

한편, 회계부정 CEO와의 휴밀리티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회계부정이

없는 기업의 CEO를 1대2로 매칭하여 통제그룹으로서의 표본을 추출하

였다. 통제그룹은 연구기간(2012~2018.9) 내에 외부공표대상이 되는 감리

2) 검찰고발·통보, 증권발행제한 2개월이상(혹은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감사

인지정 2년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홈페이지

에 외부공표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17. 9. 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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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가 없으며, 상장기업 중 회계부정기업과 2017년말 기준 자산총

액이 유사한 기업의 휴밀리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CEO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회계부정CEO는 총 40명, 통제그룹CEO는 실험집단의 2배

인 80명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총 120명의 CEO가 표본으로 구성되

었으며 그 기업의 회계부정변수 및 통제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

다. 표본선정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 표본 선정

Sample Selection Fraud
Firms

Control
Firms

Total
Samples

2012~2018.9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회계감리 지적내용이 공표된 상장기업
143

회계부정시 최고경영자 데이터 조회 불가 105

Sample Firms 37 80 117

Fraudster(CEO)

* 2개사에서복수의CEO재임년도에서 회계부정발생
40

Control CEO 80

Final CEO Samples 40 80 120

2. 자료의 수집

데이터 수집은 포털사이트 인물검색, 각 기업 공식홈페이지, NICE평가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보도된 2012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외부공표

대상 회계감리지적기업(fraud firm)을 정리하고, fraud firm에 대하여 금

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지적대상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

당년도 회계부정 CEO(fraudster)를 확인하였다. 이후 해당 CEO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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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포털 인물검색 혹은 해당기업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재임여부를

확인, CEO 휴밀리티 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해당 CEO가 이

미 퇴임한 경우, 재임기간동안의 지속가능보고서 및 annual report가 공

식홈페이지 등에서 ‘CEO 인사말’을 확인 가능한 경우만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속가능보고서 및 annual report가 공시되지 않는 기

업의 경우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비영리단체 이사여부, 교육수준, 교육의

폭넓음에 대한 데이터는 포털 인물검색, 기사 검색 등을 통하여 수집하

였다. 또한 ROA(총자산이익률), firm size(총자산), 총자산재고자산비율

(재고자산/총자산) 등의 재무정보는 통제변수로의 활용을 위하여 전자공

시시스템(dart)에서 수집하였다. 매개변수의 지배구조변수(CEO의 이사회

의장 겸임여부,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중, 연 이사회 개최횟수) 또한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의 각 기업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일일이

수집하였다. 통제그룹 CEO에 대한 자료 수집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제 2 절 변수설정 및 측정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AF, Accounting Fraud)는 가산변수 및 이분변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AFC , AFB). 첫째로는 2018년 8월 말 기

준으로 연구대상기간(2012~2018.8)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동안 금융감독

원 홈페이지에서 3년 간 공표대상이 된 지적대상회계년도의 누적 수를

산정하여 가산변수(AFC)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회계감리결

과에 따른 조치를 받은 A사 최고경영자 B에 대하여, 감리지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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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회계년도가 2009~2016년에 걸쳐 총 여덟 해일 경우 AFC는 ‘8’로 코

딩하였다. 반면 통제집단 CEO의 경우에는 연구대상기간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모두 AFC는 ‘0’으로 코딩했다.

그러나 CEO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횟수가 1회에서 2회, 2회에서 3회로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서의 횟수증가에 따른 한계적 효과가

회계부정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CEO와 1회 저지른 CEO간의 차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회계

부정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CEO와 1회 저지른 CEO간의 차이만큼

회계부정을 2번 저지른 CEO와 3번 저지른 CEO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산변수(AFC)의 경우 회계부정 횟수증

가에 따른 한계적 차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코딩하는 방식이므로, 회

계부정에 대한 CEO 휴밀리티의 실질적 영향력을 검증하기에는 부적합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대상기간 내에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CEO는 ‘0’, 1회 이상회계부정을 저지른 CEO는 ‘1’로 코딩하여 바이너리

형태의 측정변수 AFB 을 설정하여 CEO의 회계부정여부를 가지고 추가

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AFC = 0 이면 AFB = 0, AFC > 0 이면

AFB = 1).

2.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은 심리학적 변수로서 주로

설문 외에는 측정이 어렵다. 이에 Beauchesne(2014)의 연구방법을 인용

하여 휴밀리티 측정을 위한 대리변수들( ⑴ 기업 홈페이지 혹은 annual

report 상의 CEO인사말에 게재된 CEO 사진의 크기, ⑵ 인사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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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 ⑶ CEO의 비

영리단체 참여 여부, ⑷ CEO의 학력수준, ⑸ 교육의 폭넓음 정도)을 측

정하여 각각의 대리변수들을 표준화하고, 산출된 5개 대리변수의 표준화

값의 산술평균치를 독립변수(, Humility Index)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최고경영자 사진의 크기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인정하는 정도는 ‘타인에

대한 인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사진크기와 비영리단체 참

여여부는 ‘낮은 자기중심성’을 나타낸다. 또한 교육수준과 교육의 폭넓은

정도는 ‘자기 자신을 잘 앎’과 ‘타인에 대한 인정’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

변수이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코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CEO인사말 상의 CEO사진 크기는 인사말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0,

그렇지 않을 경우 1로 코딩하였다(H1). 둘째, 인사말에서 다른 이해관계

자의 공헌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문장이 나타날 때마다 1

씩 카운트하여 전체 인사말 상에 해당하는 문장 개수를 세어 측정했다

(H2). 셋째, 비영리단체 참여여부는 1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참여할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H3). 교육수준은 고졸의 경

우 2, 대졸의 경우 3, 석사 졸업 및 수료의 경우 4, 박사 졸업 및 수료의

경우 5로 코딩했다(H4). 교육의 폭넓음은 학사 이상에서의 전공 수를 세

어 코딩했다(H5). 예를 들어, 학사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석사에서 경

영학을 전공한 경우 2로 코딩하였다.

3. 매개 변수

본 연구는 CEO의 겸손함과 기업의 회계부정 간의 부(-)적인 관계에 지

배구조의 독립성 혹은 통제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경영진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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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 기업의 이사회의 독립성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1) 최고경영자의

이사회의장 겸임여부(), 2)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 3)

연이사회개최횟수()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하여 CEO의 겸손함 및

회계부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세 변수를 지배구조변

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경영자 및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감시하고 부당한 경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통제기능을 가지는 한편(Monks & Minow, 1995; 김필

수 외, 2015),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전략 및 행위를 결정

하고 승인한다. 이에 이사회의장직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CEO의 이사회의장직 겸임 여부는 CEO가 어떤

전략 혹은 정책을 추진할 때에 그것을 검증하고, 적절한 판단인지 감시

하고 감독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ma &

Jensen, 1983; Morch, Shleifer, & Vishny,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지배구조 통제력 및 효과성이 떨

어진다고 가정하고 CEO(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0’,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직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1’로 코딩하여 변수

을 측정하였다.

Fama & Jensen(1983)은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하여 자신의 감시·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는 인센티브가 높고, 주주의 부를 착취하기

위해 경영진과 공모할 유인이 낮으므로 이사회에 사외이사의 비중이 증

가할수록 이사회가 최고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이 증가

함에 따라 주주의 부가 극대화 되고, 그린메일3)에 저항하며, 경영자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CEO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3) 경영권을 담보로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경영권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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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외, 1992; Kosnik 1987, 1990; Weisbach, 1988; Beasley 외, 1999,

2000; Klein, 2002; Xie 외, 2003; Bryan 외, 2004; 이장희 & 류호영,

2011). 따라서 기업의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지배구조

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CEO가 속한 기업의 이사회 내 사

외이사 비중을 두 번째 지배구조 변수 로 측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측정을 위하여 표본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통

제기업의 경우 2017년말 기준, 회계부정기업의 경우 감리지적대상연도

중 가장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사외이사의 수를 감사를 제외한 전체이사

(사내 및 사외이사 포함)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마지막 변수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 활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의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여(안성희 외, 2018) 연이사회 개최횟수를 

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였다(). 회계부정기업의 경우 감리지적대상

연도 중 가장 최근 연도의 이사회 개최 횟수로, 통제기업의 경우 2017년

이사회 개최횟수로 측정하였다.

4. 통제 변수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회계부정, 지배구조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추정하

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 총자산재고비율

(), 총자산이익률()을 통제변수로 선별하였다(Beasley,

1996,1999; Summers & Sweeney, 1998). 모든 통제변수는 가장 최신 데

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해 측정하였으며, 총자산재고비율은 장부

상 재고자산금액을 총자산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고 총자산이익

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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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방법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종속변수인 회계부정의 상관관계 및

지배구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종속

변수를 연속변수(회계부정횟수, ), 이분변수(회계부정 여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여 각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른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가설검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가산변수로서 일반

적인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본 자료를 분석할 경우 잔차의 이분산성과 비

정규성 등에 의해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Blundell et al., 1995;

김찬용 외, 2015). 의 기술통계분석에 따르면 전체표본에서 자료의

값이 0~12사이의 값을 가지며 회계부정의 횟수가 0건인 표본이 전체에서

약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 표 2 ] (회계부정횟수)의 빈도분석

통계량  빈도 % 유효 % 누적%

N 120 0 80 66.7 66.7 66.7

평균 1.02 1 11 9.2 9.2 75.8

중위수 0.00 2 11 9.2 9.2 85.0

최빈값 0 3 7 5.8 5.8 90.8

표준편차 2.008 4 3 2.5 2.5 93.3

분산 4.033 5 4 3.3 3.3 96.7

최소값 0 7 1 0.8 0.8 97.5

최대값 12 8 1 0.8 0.8 98.3

9 1 0.8 0.8 99.2

12 1 0.8 0.8 100.0

　 　 전체 120 100.0 100.0 　

또한 평균(1.02)보다 분산(4.033)이 크게 나타나고 중위수(0.00)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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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이 큰 right-skewed 형태의 분포를 띤다[그림 5]. 이에 따라 가산

변수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푸아송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과 음이

항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 중에서 과포산

(overdispersion)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다 엄밀한 추정이 가능한 음이항회

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5] (회계부정횟수) 히스토그램

단, 음이항회귀분석은 일반적 회귀분석의 경우처럼 회귀계수 값이 독립

변수의 한계효과로는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계수

의 부호(+ 혹은 -)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가설검정을 진행하였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추가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 (회계부정여부)는 이분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승산비

(odds ratio)를 계산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Wald Chi-square,

Hosmer-Lemeshow 검증을 활용하여 회귀모형 자체의 유효성을 분석하

였다. 앞서 변수설정에서 언급하였듯 회계부정을 1회 이상 저지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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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에는 부정한 정도에 있어서 사실 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변수는 회계감리지적대상년도 누적 수로 산정되어 부정한

CEO들 간의 차이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분변수 (>0 이면 =1,  =0이면  = 0)를 보다 적절한

변수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회귀

분석은 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로 회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변수 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1단계 : 독립변수

인 CEO의 겸손함 수준()과 매개변수인 지배구조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한다. 2단계 : 독립변수인

CEO의 겸손한 수준()과 종속변수인 회계부정() 간의 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한다. 3단계 : 독립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매

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해야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2단계 보다 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매개변수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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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설검증 및 실증분석

제 1 절 변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격적 가설 검증에 앞서 먼저 모든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아래 [ 표 3 ]는 그 결과이다.

[ 표 3 ] 변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량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20 0.000 1.000 0.333 0.473
 120 0.000 12.000 1.017 2.008
 120 -0.956 1.731 0.000 0.526
 120 0.000 1.000 0.317 0.467
 120 0.000 0.800 0.377 0.165
 120 0.000 2.532 0.497 0.397
 120 0.099 31.447 26.648 3.094
 120 -0.195 0.461 0.033 0.071
 120 0.000 11.468 0.204 1.040

Pearson 상관계수

구분         

 1 .719** -.374** -.291** -0.039 0.136 0.001 -.412** -0.072
 .719** 1 -.304** -.221* 0.030 .186* 0.059 -.219* -0.054
 -.374** -.304** 1 .255** 0.160 -0.149 0.050 0.099 0.014
 -.291** -.221* .255** 1 0.088 0.043 0.115 0.151 -0.056
 -0.039 0.030 0.160 0.088 1 0.033 0.138 0.165 -0.083
 0.136 .186* -0.149 0.043 0.033 1 0.009 -0.120 -0.073
 0.001 0.059 0.050 0.115 0.138 0.009 1 0.086 -0.084
 -.412** -.219* 0.099 0.151 0.165 -0.120 0.086 1 .549**

 -0.072 -0.054 0.014 -0.056 -0.083 -0.073 -0.084 .549** 1

+ p < 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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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상

관관계가 0.8이상으로 나타나는 변수가 없고(, 는 상관계수가

.719로 다소 높지만 둘은 추가적 검증을 위해 회계부정을 상이한 방법으

로 측정한 변수이므로 분석에는 문제가 없음), 분산팽창계수(VIF) 값도

모두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회계부정(, )과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사이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B = -.304(p<.01),

B = -.374(p<.01)) 이는 본 연구 <가설 1>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배구조변수 중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직 분리여부)

가 회계부정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보여( B =

-.221(p<0.05), B = -.291(p<0.01))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으

나, 다른 지배구조변수인 ,  는 회계부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은 연속량으로 측정한 회계부정변수와 유의확

률 .05 수준에서 오히려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총자산이익률)가 회계부정과 유의미한 수준

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 = -.220 (p<0.05), B = -.413 (p<0.01)).

제 2 절 분석 결과

1.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 표 4 ]에 제시되었다. 먼저 분석모형의 적

합성부터 살펴보면 모형의  검증결과는 카이제곱 값이 61.872, 유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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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000(p<.001)로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며, 종속변수 분산의

40.3~56%(Cox와 Snell의 =.403, Nagelkerke  =.560)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smer-Lemeshow 검증결과 또한 유의확

률이 유의수준(p<.05)보다 크므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CEO의 겸손함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부정을 저

지를 확률이 낮아지는 것(B=-3.057, p<.001)으로 나타났으며, 승산비분석

에 따르면 경영자의 겸손함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회계부정

을 저지를 가능성은 약 95.3%가량 감소한다( .953 = 1 – 0.047). 따라서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총자

산이익률과 CEO의 이사회의장직 겸임여부()가 회계부정과 높은

수준에서 연관되어 있었다. 즉,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이 낮을수록(B =

-37.673, p<.001),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직이 분리되지 않을수록(B =

-1.115, p<.1) 최고경영자가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표 4 ] 회계부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N=120)

B S.E Wald 유의확률 Exp(B)

독립변수  -3.057*** 0.837 13.342 0.000 0.047

통제변수

 0.175 0.142 1.520 0.218 1.191
 -37.673*** 9.436 15.940 0.000 0.000
 -4.546 3.631 1.568 0.211 0.011

매개변수

 -1.115+ 0.643 3.007 0.083 0.328
 1.469 1.618 0.825 0.364 4.345
 0.118 0.652 0.033 0.857 1.125

상수항 -4.600 3.735 1.517 0.218 0.010
모형의  (df), 유의확률 61.872(7), 0.000

Cox와 Snell의  , Nagelkerke   .403, 0.560
Hosmer-Lemeshow test  (df), 유의확률 7.666(8), 0.467
+ p < 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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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부가적 참고자료로써 음이항회귀분석을 별도

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 표 5 ]에 제시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음

이항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일반적 회귀분석과 다르게 한계적 효과의 크

기로 볼 수 없으므로 오로지 계수의 부호와 유의확률을 참고하여 가설기

각, 채택여부를 확인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

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에 대하여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554, p<.000). 이 역시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총자산이익률이 낮을수록(B = -11.216,

p<.00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직을 겸임할수록(B = -.764, p<.01), 기업

의 규모가 클수록(B=.163, p<.1)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회 개최횟수는 예측과는 반대로 회계부정과 어느 정도 유의미

하게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회계부정()에 대한 음이항회귀분석 결과

B S.E
95% Wald C.I 가설 검정
Lower upper Wald 

Chi-square df sig.

HI -1.554*** .387 -2.313 -.796 16.125 1 .000
SIZE .163+ .0837 -.001 .327 3.802 1 .051
ROA -11.216** 3.235 -17.556 -4.875 12.020 1 .001
INV -1.627 1.950 -5.448 2.195 .696 1 .404

GOV1 -.764+ .394 -1.536 .008 3.763 1 .052
GOV2 .882 .889 -.860 2.624 .985 1 .321
GOV3 .556+ .335 -.099 1.212 2.765 1 .096상수항 -4.796 2.189 -9.09 -.505 4.799 1 .028
(scale) 1

(negative binomial) 1

+ p < 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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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의 매개효과

1)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지배구조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음이항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이 회계부정에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 이에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의 관계에서 지배구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② (매개변수를 제외하

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③ 독립변수()를 통제하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

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④ 또한 2)에서보다 3)에서 종속변

수에의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이라도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 ④ ′  

[ 표 4 ]의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지배구조의 변수로

서 설정한 최고경영자의 이사회의장겸임여부(), 이사회 내 사외이

사의 비중(), 연이사회 개최횟수() 중 이사회의장겸임여부

()만이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회계부정과 유의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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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매개효과분석은 지배구조 변수 중 이사회

의장겸임여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나머지 지배구조 변수는

모든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매개변수인 최고경영자 이사회의장 겸임여부()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가 [ 표 6 ]에 나타나있다. 이사회의장 겸임여부 또한

이분변수로 측정되었으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지배구조(CEO 이사회의장 겸임여부)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1.084, p<.05). 승

산비 분석에 따르면 CEO의 겸손함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의장직 분리가능성이 3배 증가한다(승산비, Exp(B) =

2.958). 즉 지배구조의 매개효과분석을 위한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가설 2a>는 지지되었다.

[ 표 6 ] 지배구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120)

B S.E Wald 유의확률 Exp(B)

독립변수  1.084** 0.419 6.710 0.010 2.958

통제변수

 0.057 0.077 0.548 0.459 1.059
 9.731** 4.756 4.186 0.041 16837.786
 -0.574 0.527 1.186 0.276 0.563
 -0.480 1.355 0.125 0.723 0.619
 0.548 0.517 1.125 0.289 1.730

상수항 -2.703 2.075 1.696 0.193 0.067
모형의  (df), 유의확률 15.373(6), 0.018

Cox와 Snell의  , Nagelkerke  0.120, 0.169
Hosmer-Lemeshow test  (df), 유의확률 5.502(8), 0.703

+ p < 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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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의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다음 2단계 분석에서는 매개변수를 제외시킨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 표 7 ]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와 종속변수인 회계부정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부정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졌다(B = -3.153, p<.001). 승산

비 분석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의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회

계부정 가능성은 9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0.043 = 0.957 ).

즉, 매개효과분석을 위한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 표 7 ] 회계부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매개변수 미포함, N=120)

B S.E Wald 유의확률 Exp(B)

독립변수  -3.153*** 0.818 14.855 0.000 0.043

통제변수

 0.167 0.147 1.291 0.256 1.182
 -37.488*** 8.967 17.478 0.000 0.000
 -4.796 3.612 1.763 0.184 0.008
 1.350 1.633 0.683 0.408 3.856
 0.060 0.616 0.010 0.922 1.062

상수항 -4.599 3.857 1.422 0.233 0.010
모형의  (df), 유의확률 58.574(6), 0.000

Cox와 Snell의  , Nagelkerke   0.386, 0.536
Hosmer-Lemeshow test  (df), 유의확률 6.170(8), 0.628

+ p < 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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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분석은 앞서 제시한 [ 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나타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3단계에서는 더욱 감소해야한

다. 마지막으로 [ 표 4 ]와 [ 표 7 ]의 의 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매개

변수인 CEO의 이사회의장 겸임여부를 통제한 이후 독립변수인 CEO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지만(B = -3.153 → B =

-3.057)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지배구조적 요소인 CEO

의 이사회의장 겸임여부가 CEO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가설 2b>는 지지되었다.

[ 표 8 ]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회계부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배구조(이사회의장겸임여부)의 매개효과(N=120)

단계 경로 B SE Wald

1 최고경영자 겸손함(HI) → 지배구조(GOV1) 1.084** 0.419 6.71

2 최고경영자 겸손함(HI) → 회계부정(AF_B) -3.153*** 0.818 14.855

3 최고경영자 겸손함(HI), 지배구조(GOV1)
  → 회계부정(AF_B) -3.057*** 0.837 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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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가설 1> 검증을 통해 겸손한 최고경영자일수록 회계부정

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설 2>의 지배구조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는 CEO이사회의장겸임여부, 이사회내사외이사비중, 연이사

회개최횟수 등 3개의 변수 중에서 CEO이사회의장겸임여부만이 CEO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여 <가설 2a,b>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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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최고경영층이론적 관점에서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최고경영자의 성격적 특성, 특히 ‘겸손함(Humility)’이 기업의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류 경영학의 주요 관심사

인 기업의 성과(performance)에 대한 연구주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바람

직한 기업의 행위를 일으키는 선행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에 대

하여 답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에 대표적 비도덕적인 기업의 행태인 회

계부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계부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Fraud Triangle

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결합하여 CEO 휴밀리티와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회계부정을 일으킬 가

능성이 낮아질 것을 예상했으며,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

석 및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겸손한 최고경영자는 자기개

발적 성향 및 타인에 대한 인정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상이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할 것이고,

독단적 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최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주와 공유하여, 두 주체 간(주인-대

리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등 지배구조의 통제력을 높이려는 유

인이 있으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 회계부정을 일으킬 가

능성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지배구조가 최고경영

자와 회계부정 간의 부(-)적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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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고경영자가 겸손할수록 별도의 이사

회의장을 두어 지배구조의 독립성 혹은 통제력을 높이려고 하였고, 이러

한 지배구조적 장치가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겸손한 최고경영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자신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회계부정을 통해 성과 부풀리기 등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칭송을 받고자하는 나르시스트들과 반대되는 성향을 보일 것이라

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겸손한 최고경영자들은 성격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유의 성향으로 인하

여 Fraud Triangle의 동기요인(Motivation)과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화

(Rationality)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

려는 등의 노력을 통해 회계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조

차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러한 겸손함과 회계부정 간의 부(-)적 관계는

겸손한 CEO는 공정하고 합당하며 친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의사결정 과정에 부하직원을 참여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들로부

터도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Hilbig & Zettler, 2009; Exline & Geyer,

2004; Lee, Ashton, Morrison, Cordery, & Donlop, 2008).

그러나 예측과는 다르게 사외이사의 비중을 통해 측정한 이사회 독립성

이나, 연이사회 개최횟수를 통해 측정한 이사회 활동성은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및 회계부정행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의 비중만으로는 이사회의 독립성 정도를 적절히 측정하기 어렵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외이사의 비중 및 사

외이사 수 등은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4), 사외이사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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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사회의 독립성 및 최고경영진의 경영에 대한 통제력 제고 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로 경영진과 공모할 가능성이 적은 엄격한 의미의

‘사외’이사인지 등으로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외이사의 실질적 이사회 참여

및 독립성을 고려한 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한 회계부정과의 상관관계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이 조직 전체의 도덕적 행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내비친다. 최고경영층이론적

관점 하에서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고경영자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업의 성과 및 전략의 영향력을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에만 관심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에서의 상충하는 실증결과들

로부터 ‘과연 누가 훌륭한 경영지인지’, 겸손한(humble) 최고경영자가 좋

은 경영자인지 아니면 거만한(hubristic) 경영자인지 혹은 나르시스적인

(narcissistic) 경영자가 좋은 경영자인지에 대한 일관된 답을 얻기가 어

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관점이라는 기존 경영학에서 다소 생소

한 가치를 들어 ‘훌륭한 경영자란 어떤 경영자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려

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대리인이론 연구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기업의

대리인 문제 상황에서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정보

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이해의 상충(interest conflicts)

4) 제54조5(사외이사의선임) ①증권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하며,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선임)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

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08.

3. 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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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

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대리인(최고경영자)의 성격

적 특성에 따라 대리인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하여 대리인 이론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회계적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감시, 감독해야 할 경영자의 특성을

시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연구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상징적, 학문적, 실무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들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겸손함

과 회계부정간의 관계를 Fraud Triangle이라는 프레임과 대리인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 및 추론하였으나 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까

다로움으로 인하여 Fraud triangle의 3요소(motivation, opportunity,

rationalization)를 변수로 직접 활용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Fraud

Triangle에 대한 CEO 휴밀리티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실증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대리인문제의 발생 원인인 1)이해의 상충과 2)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CEO 휴밀리티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는 직접

적 측정 및 검증이 어려웠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와 회계부정 간의 유의

미한 부적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히 Fraud

triangle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

었다. 또한 CEO 휴밀리티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대리변수들이 논리전개

과정에서 언급한 각각의 특성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특히, 내

적 통제위치)이 한계로 남아있어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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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맺 음 말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117개 기업 및

12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하여 CEO 휴밀리티와 기업의 회계부정이라는

사기행위 간의 부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

치가 있다. 또한 ‘겸손함’이라는 최고경영자의 성격적 특성이 기업의 도

덕적 행동양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최고경영층 이론을 뒷

받침해준다. 동시에 좋은 성과를 내는 CEO가 훌륭한 CEO라는 전제 하

에 좋은 성과의 선행요인이 되는 CEO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집중했던

기존 최고경영층이론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업 행동의 도덕성의

측면에서 겸손한 최고경영자의 우월성에 대한 시사점을 내비쳤다. 그러

나 본 연구자가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행위를 불러오는, 혹

은 비도덕적 행위를 막는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인가’에 대한 답

은 ‘기업성과’ 혹은 ‘기업의 도덕성’ 등의 일관적 기준으로 판단 내릴 수

없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채로운 관점에서의 훌륭한 경영

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따라서 후

속연구들에서는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훌륭한 CEO의 특성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져 기업에의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훌륭한

경영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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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Humble CEO Bring

Humble Organizational Behavior?

: The Effect CEO Humility on

Accounting Frau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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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kind of CEO is a great CEO? Compared to prior studies to

answer this question on performance-based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proper characteristics of CEO based on

firms’ fraud behavior combining the sense of morality in the

perspective of upper echelon theory. To be specific, I want to clarif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EO humility and firm’s accounting

fraud. In this study I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humility with 1)

developmental orientation, 2) self-awareness, 3) appreciation of others,

4) low self-focus, 5) internal locus of control. Bringing Fraud

Triangle theory which explains the antecedents of firm’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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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five characteristics of Humility

affect a firm’s accounting fraud behavior. I predicted the more humble

a CEO of a firm is, the less likely the firm commits accounting

fraud. I also predicted that the control function of the firm’s

governanc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board of

directors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humility and

accounting fraud.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ion is supported

keywords : Humility, Upper echelon theory, Agency theory,

Fraud triangle, Accounting frau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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