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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욱*

경영전략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전략선택과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험의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반면 리더쉽 유형의 심리적이고 다면적 요소들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정보수집과 변수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히 이뤄지

지 못해 왔는데, 특별히 한국을 포함하는 신흥국 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 활동과 성

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으로서 나르시시즘을 소개하

고,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장

사들의 다각화전략과 성과에 미친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

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나르시시즘과 고위

험 고수익(high-risk and high-return) 전략인 다각화전략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관투자자들의 감시기능에 의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최고경영자의 나르

시시트적 리더쉽을 활용하여 경기침체기 동안 보다 과감한 다각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한 과도한 수준의 다각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이론적·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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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장기적인 글

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2016년에도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이

3% 초반 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유

로존과 신흥시장경기의 지속적인 둔화, 금융부실

과 자산가격 하락, 영국의 EU탈퇴 등 다수의 충

격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의 동

반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

국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과 출구전략들이 뒤섞여 한국경제

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까지 사상 유례

가 없었던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최근 발

간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

기간, 규모, 변화의 심각성 측면에서 과거의 불

황기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근본

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삼

성경제연구소, 2013). 즉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인 저성장 침체기에서 기업은 시장

의 환경변화와 각 기업 상황에 부합하는 사업구

조와 전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쟁심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보

유 자원 및 전략과 같은 기업내부의 특성들로

인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기업들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신속한 변화를 도모하여 침체된 경기상황에서

오히려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한다(Carreira

and Silva, 2010; Pearce and Michael, 2006). 그

렇다면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서 기업 간의

전략선택과 성과의 차이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일까? 물론 이를 소수의 몇 가지

요인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업운영 방

식에 미치는 최고경영자의 영향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e.g., Carpenter, Geletkanycz, and

Sanders, 2004; Certo et al., 2006)은 경기 침체

기에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쉽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Campbell and Campbell, 200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의 전

략선택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유형으로서 ‘나르시시즘

(narcissism)’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발생된 국내 주요기업들의 다각화

전략과 성과에 미친 이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

시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었다.

나르시시즘은 환경평가, 전략선택, 조직관리

방식 등을 포함하는 최고경영자의 다양한 의사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으로서(Kets de Vries and Miller,

1985),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과 조직행

위(organizational behavior) 분야의 연구에서 주

로 다뤄져 왔다(Campbell et al., 2011). 그리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르시

시즘이 최고경영자의 위험감수성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행해 왔는데, 이들

은 주로 나르시시즘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

고 있다(Amernic and Craig, 2010; Chatterjee

and Hambrick, 2011; Li and Tang, 2010;

Resick et al., 2009). 하지만 사실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은 기업 운영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Patel and Cooper, 2014).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오히려 효과적인 기업운

영과 성과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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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 인수합병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증가시켜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던

선행연구들(Chatterjee and Hambrick, 2007,

2011; Pearce and Michael, 2006)과 달리 나르시

시즘의 다면적 특성들이 다각화전략과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업지배

구조시스템들의 통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저성장 장기침체기에 직면한 국내기업들에게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구조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

안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목적을 두었다. 리더쉽

유형의 심리적이고 다면적 요소들이 한국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들에 대

한 통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인 “Narcissus”에 어

원을 두고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초기 연구들

(e.g., Raskin and Hall, 1979; Emmons, 1987;

Raskin, Novacek, and Hogan, 1991)은 주로 나

르시시즘을 정의하고,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설명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결과와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나르시시즘은 타인으로부

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망, 자신의 역량

에 대한 굳건한 믿음, 리더의 역할과 권한에 대

한 강한 욕구 등으로 설명되는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바꾸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Raskin and Terry, 1988;

Watson and Biderman, 1993). 또한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외부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Rhodewalt, Madrian, and

Cheney, 1998), 특별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

가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Kernis and Sun, 1994;

Rhodewalt and Morf, 1998).

인간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나르

시시즘은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Chatterjee and Hambrick, 2007).

인지적 요소들에 기초한 주장에 의하면 높은 수

준의 나르시시즘을 소유하는 개인의 경우 자신

의 지식, 기술, 창조력, 역량, 리더쉽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John and Robins, 1994; Farewell and

Wohlwend-Lloyd, 1998). 즉 업무역량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수준 이상

으로 과신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Campbell, Goodie, and Foster, 2004). 또한 동

기적 요소들에 기초한 주장들에 의하면 인간은

나르시시즘으로 인해 자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특별히 외부로부터 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같

은 요소들은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을 통

해 충족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심화되

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Wallace and

Baumeister, 2002), 높은 위험 감수성에 기초한

과감한 변화를 도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Bogart, Benotsch, and Pavlovic, 2004).

최고경영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

의 나르시시즘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논쟁(e.g.,

Gupta and Govindarajan, 1984)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권력소유와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

를 선호하고, 자기 과신적인 특성을 갖는 나르시

시트들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보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Raskin, Novacek, and Hogan, 1991). 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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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소유한 사람은 개인주의적 성향의 의사결정과

행위들로 인해 최고경영자가 되기 어렵다는 주

장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

면 최고경영자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나

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

즘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

추해 볼 수 있다(Miller and Toulouse, 1986).

따라서 기업 전략 및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이 기업의 운영방

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나타내는 최

고경영자들은 점진적 변화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매

우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이 높고, 창출되는 성과의 유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hatterjee and

Hambrick, 2007).

2. 다각화전략과 대리인문제
다각화는 주주에게 이익과 비용을 모두 유발

시킬 수 있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먼저 다각

화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의

하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함께 운영될 경우 시

너지효과와 효율성이 향상되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Berger & Ofek, 1995). 또한 다양한 사

업들을 결합한 이익의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고, 부채부담능력을

강화하여 세금 절감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김

병곤과 김동욱, 2005; Lewellen, 1971), 비 다각화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다(Schoar, 2002). 특별히 현재 경기침체

기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내부유보에

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사회적인 비

난을 받고 있는데, 다각화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

적이고 효율적인 보유자원의 활용을 통해 과소

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매력적인 투자 안들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Stulz, 1990). 즉

기업의 대표적인 성장전략으로서 다각화는 전략

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향

상에 도움이 되어 경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다(유재욱,

2010).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

자와 실무자들은 다각화를 현대 사회의 기업들

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리인문제(agent

problem)’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부문의

다각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일부 이득에 대

해서는 소유자가 아닌 경영자들만이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Hoskisson and Turk,

1990). 구체적으로 다각화가 수반하는 기업규모

의 확대와 경영의 복잡성 증대는 경영성과에 관

계없이 경영자들의 보수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

(Geletkanycz, Boyd and Finkelstein, 2001). 또한

다각화로 인한 기업 규모의 확대는 경영자들의

고용위험(employment risk)을 감소시켜 준다

(Wright, Kroll and Elenkov, 2002). 즉 다각화를

통해 거대화된 복합기업을 운영할 경우 경영자

는 하나의 사업부문에서의 저조한 성과를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성과로 상쇄(trade off)할 수 있

기 때문에 해고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더

불어 해고 시에도 거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경

험을 인정받아 재취업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Finkelstein and Hambrick, 1989).



경기침체기의 다각화전략과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영향과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5

3.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시스템
기업은 주주, 종업원, 경영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로 구성된다(Combs et al., 2007; Fama, 1980).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이해집단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며 행동양식으로서, 최소의 비용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이영기, 1996: Herman, 1981).

또한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소유자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

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이

어떤 사업부문에서 경쟁하며, 그것을 위해 어떻

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기업운영

과 관련한 중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대

리인을 감독하고, 주주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보

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희수와 조윤형, 2003).

기업지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시스템 결함이 경

제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이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기

업경쟁력의 기반으로서 지배구조의 결정은 누구

를 위해 기업이 경영되는가라는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기업의 경영목표와 운영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강

준구, 박영서와 정균화, 2001). 과거 한국정부는

기업을 강력히 통제하고 지원하며, 외형적인 성

장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맞

춰 기업의 소유경영자들은 규모의 확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의사 결정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불

확실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기업통제가 축소됨에

따라 소유경영자들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이 결국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

고, 전문경영인들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김용민, 2000). 즉 과거의

고도경제 성장기 때와 달리 무분별한 외형중심

의 경영이 수익창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현

대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지배구조시스템의 활용

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장예지와 유재욱, 2016;

주혜려와 유재욱, 2014).

기업지배구조에는 내부의 통제기구인 이사회

와 소유구조와 관련한 시스템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포함된다(김

애현과 유재욱, 2013; 유재욱과 김광수, 2008). 이

사회는 그 구성에 있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

율을 높여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부터 모든 상장사(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들에 대해 의무적

으로 총 이사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

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통상적으로 대규

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형태의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며 개인투자자들보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탁월하여 경영자들

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과 마찬

가지로 외국인투자자들도 우수한 기업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에 기초하여 경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궁

극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Walsh & Seward, 1990)

III. 연구 가설
1. CEO 나르시시즘과 다각화전략
나르시시스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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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근동기(approach motivation)’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

한 반응을 나타내는 ‘회피동기(avoidance moti-

vation)’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

근동기와 낮은 수준의 회피동기를 나타낸다

(Campbell, 2001: Foster, Misra, and Reidy,

2009).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더 높게 평가받고자 하는 높은 인지적 요소와

자신의 우수성을 외부로부터 높게 인정받고 싶

어 하는 강한 동기적 요소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 및 과시에 대한 욕구를 소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성장지향성을 나타

낼 수 있다(Lewellen,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다면적 특성들은 최고경영자(CEO)

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별히 높은 수준의 접근동기로 인한 “고위험 고

수익(high-risk and high-return)” 투자성향은 최

고경영자가 다각화를 통한 사업구조의 변화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hatterjee and Hambrick, 2011: Lubit, 2002).

따라서 최고경영자들의 나르시시즘과 경기침체

기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의 다각화전략 간의 관

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전략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최고경영자들의 나르

시시즘은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

전략적 동기에 기초한 다각화를 증가시킬 수 있

다.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접근동기와 회피동

기, 인지적 요소와 동기적 요소들은 심리적이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효과를 발생시켜 최고경영

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근거한 과도한 다각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 행위로 인한 대리인 문제는 특별히 불확실성

이 높은 경기침체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Finkel et al., 2006). 따라서 기업들은 다

양한 지배구조시스템들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의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과도한 다각화 전략 추

진 성향을 전략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고 조정해

야할 필요가 있다(Chatterjee and Hambrick,

2011).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 구성방식 및 소유구조를 활용한 지배구

조시스템들(i.e., 사외이사비율, 기관투자자 지분

보유, 외국인투자자 지분보유)이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다각화전략에 대한 비 전

략적 동기를 통제하고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2-1.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은 CEO나르

시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전략 간의 정(+)의 관계

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2-2.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은 CEO 나

르시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전략 간의 정(+)의 관

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2-3.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은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전략 간의 정(+)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2.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과 관련하

여 일부 학자들은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카르스마적인 특성들은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과 연구개발투자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atham and Braun, 2011; Ghemawat, 1993). 반

면 또 다른 학자들은 거대 인수합병과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나

르시시즘은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부주의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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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Lakey et al.,

2008; Sanders and Hambrick, 2007). 특별히 이

들은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요구되는 경제 성장

기와 회복기에서와 달리,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

은 침체기에서는 기업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Patel

and Cooper,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의 나르시시즘과 저성장 장기침체기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3.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 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높은 수준

의 ‘접근 동기’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투

자를 유발하여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기업의 성

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Pearce and Michael,

2006). 반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최고경영자들의

높은 자아실현 욕구, 시장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포착 및 활용 노력, 다양한 외부환경 및 전략변

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성은 장기적인 침체기에

직면한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변화를 가능

하게 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inkle et al., 2006). 또한 부정적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회피 동기’는 조직구성원들의 예상되

는 반발을 낮게 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최

고경영자가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다면적 특성을 갖는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Lubit, 2002).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지배구조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으

로 통제할 경우,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

트적 성향을 활용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

고경영자 나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지배구조시스템의 조절효과를 가정하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4-1.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은 CEO 나르

시시즘과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약화시

킬 것이다.

가설4-2.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은 CEO 나

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약화

시킬 것이다.

가설4-3.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은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약

화시킬 것이다.

IV.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연구표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

는 대기업들로 선정하였다. 표본기업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두 가

지이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은 가장 오래된 국내

증권시장으로서 규모가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을 분

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성

(generality)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주요자료인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

에 대한 정보를 연차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언

론정보 등의 이차자료들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데,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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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차자료들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시작한 2011년부

터 가장 최근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2014년까지

의 총 4년으로 설정하였다. 가설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기업규모, 설립연도,

산업구분, 다각화정도, 최고경영자의 나이와 임

기, 이사회 구성 및 주주 관련 정보, 성과지표

자료 등)은 각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의 전자공시 사이트(DART), KIS-VALUE 데이

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2. 변수측정
최고경영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설

문을 통한 일차자료의 수집자체가 어려우며,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도 매우 어렵다(Patel and Cooper, 2014).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차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언론자료 등 이차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대용치(proxy)로 사용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독립

변수인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을 구조적 문헌조

사를 통해 수집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료의

복합지표로 측정하였다. 첫째, 기업들의 지속가

능보고서에 포함된 최고경영자 사진의 구성과

크기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사진이 최

고경영자의 독사진이며 반쪽 이상의 크기일 경

우 4점을, 독사진이며 반쪽 이하의 크기일 경우

3점을, 독사진이 아닌 경우 2점을, 최고경영자의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점으로 측정

하였다. 둘째, 언론재단 홈페이지에 포함된 모든

경제일간지들에 대한 ‘구조적 문헌조사(structur-

ed content analysis)’를 실행하여 분석대상 기업

과 관련한 언론자료들에서 최고경영자를 지칭한

호칭의 수를 전체 글자 수로 나눈 비율을 측정

하였다. 다음으로는 측정한 두 가지 자료들의 복

합지표로서 각 변수들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값

(standardized mean)’을 산출하여 통계 분석에서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 변수로 포함하였다.

첫 번째 연구모델의 종속변수인 다각화정도는

분석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부문

의 총수로 측정하였고, 두 번째 연구모델의 종속

변수인 성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

마나 잘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산

이익률(ROA: Return on Asset)’로 측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지배구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수/총 이사수), 기관투자자

지분율(기관투자자 지분/전체 지분), 외국인투자

자 지분율(외국인투자자 지분/전체 지분)의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

막으로 통제변수로는 총자산의 로그값으로 측정

한 기업규모, 현재연도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으

로 측정한 기업연령, 더미변수(제조업은 1로 서

비스업은 0)로 측정한 산업구분, 최고경영자의

연령, 재임 개월 수로 측정한 임기를 포함하였다.

3. 분석모델
다각화전략은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트적 성

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

장전략이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은

경기침체기 동안 다각화 이외의 또 다른 전략들

(e.g., 인수합병, 사업구조조정, 비용절감, 연구개

발투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Chatterjee and Hambrick, 2007; Latham and

Brau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각화 성

장전략을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간

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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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분산

팽창

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업성과 4.50 6.11 1.32 1

2. 기업규모 2.56 0.55 1.08 -.11* 1

3. 기업연령 37.21 19.67 1.13 -.05 .14** 1

4. 산업구분 0.66 0.47 1.09 .04 .27** .12** 1

<표 1> 평균, 표준편차, 분산팽창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서 분석하지 않고, 다각화와 기업성과 각각을 종

속변수로 하는 분리된 두 개의 연구모델들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Cronbach, 1987).

먼저 다각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첫 번째 연구

모델의 첫 번째 분석모델(모델 I-1)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i.e., Patel and Cooper, 2014)에서 포

함했던 통제변수들인 기업 규모와 연령, 산업구

분, 최고경영자 연령과 임기 변수들이 다각화전

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모델

(모델 I-2)에서는 최고경영자들의 나르시시즘이

다각화전략에 미친 직접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

해 독립변수인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 변수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세 번째 분석모

델(모델 I-3)에서는 사외이사비율, 기관투자자 지

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로 측정한 각각의 지

배구조시스템들과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 간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추가하여 지배구조시스템들

이 최고경영자의 나르시시즘으로 인한 과도한

다각화 성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두 번째 연구모

델의 첫 번째 분석모델(모델 II-1)에서는 전년

도의 성과(Performancet-1)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후 통제변수들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모델의 두 번째

분석모델(모델 II-2)에서는 최고경영자들의 나르

시시즘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모델의 세

번째 분석모델(모델 II-3)에서는 사외이사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최

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변수들을 추가

하여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이 성과에 미친 영

향을 지배구조시스템들이 유의하게 조절했는지

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V. 분석 결과
<표 1>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들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크

게 높지 않고,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을

위한 상호작용변수 생성으로 높아질 수 있는 다

중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상호작

용변수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평균중심화

(centralization) 하였고, 생성된 상호작용변수들

의 분산팽창계수를 검토하였는데 모두 허용기

준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이 분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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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O연령 58.57 8.67 1.06 -.05 .09 .01 -.15** 1

6. 임기 81.89 22.35 1.22 -.07 -.06 .12* .12** -.01 1

7. ROAt-1 4.52 4.59 1.52 0.37** -.05 -.10* .07 -.04 -.11* 1

8. 나르시시즘 0.99 1.07 1.22 -.07 .22** -.01 .04 -.04 -.01 -.06 1

9. 사외이사 0.35 0.13 1.92 .02 .22** -.02 -.03 .04 .11* -.07 .14** 1

10. 기관투자자 0.32 0.22 1.43 -.01 .13** -.19** -.09 .05 -.12** -.03 .03 .10* 1

11. 외국인투자자 0.08 0.12 2.33 .14** .13** -.05 .05 -.04 .03 .13** .17** .15** .09* 1

*p<0.05; **p<0.01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다중회귀분석’들을

실행했는데, 분석결과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모델 I-1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기 시작한 2011년 이후 통제변수들인 기업규모,

기업연령, 산업구분, CEO연령, CEO임기가 분석

대상인 국내 상장기업들의 다각화 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β=0.462, p≤0.01)가 다각화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로

보다 적극적으로 다각화전략을 실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연령, 산업구분,

CEO 연령과 임기는 다각화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델 I-2는 독립변수인 CEO 나르시

시즘이 기업들의 다각화정도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CEO 나르시

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정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β=0.45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1에서의 주장과 같이 나르시시트적 인

CEO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근동기와

낮은 수준의 회피동기로 인해 고위험 고수익

(high-risk and high-return) 투자성향을 나타내

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모델 I-3은 조절변수인 이사회 구성방식 및

소유구조를 활용한 지배구조시스템들이 CEO의

나르시시트적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들

의 다각화 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지분보유는

CEO 나르시시즘과 기업의 다각화정도 간의 정

(+)의 관계를 약화(β=-0.208, p≤0.05)시킨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는 채택되었다. 반

면 사외이사비율은 CEO 나르시시즘과 다각화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CEO 나르시

시즘과 다각화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β=0.603,

p≤0.05)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

과 가설2-3은 기각되었다.

네 번째 분석모델인 모델 II-1은 통제변수들인

기업규모, 연령, 산업구분, CEO연령, 임기, 이전

연도 성과가 분석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의 성과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기업들의 규모와 성과 간에는 부정적인 관

계(β=-0.113, p≤0.05)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상장사들의 경우 경기침체기가 본격

화된 이후 규모가 큰 기업들일수로 더 큰 폭의

성과하락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전년도 성과는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β

=0.350, p≤0.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성과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모델 II-2는 독립변수인 CEO 나르시시즘이

경기침체기 동안 기업성과에 미친 직접효과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는 가설3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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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I-1 모델 I-2 모델 I-3 모델 II-1 모델 II-2 모델 II-3

변수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value)

기업규모 .462**(3.958) .268*(2.348) .222*(1.99) -.113*(-2.473) -.106*(-2.267) -.136**(-2.773)

기업연령 .013(0.11) .007(0.066) -.065(-0.606) -.001(-0.03) -.003(-0.06) .010(0.226)

산업구분 -.123(-1.071) -.059(-0.57) -.116(-1.164) .049(1.059) .048(1.044) .055(1.185)

CEO 연령 -.003(-0.024) -.042(-0.407) .047(0.442) -.022(-0.494) -.024(-0.538) -.019(-0.433)

CEO 임기 -.021(-0.167) -.075(-0.669) .054(0.502) -.049(-1.107) -.049(-1.106) -.070(-1.553)

성과t-1 .350**(8.041) .349**(7.992) .334**(7.542)

나르시시즘 .453**(4.11) 1.163(1.277) -.029(-0.646) -.044(-0.897)

사외이사 -.191(-1.51) .077(1.679)

기관투자자 -.231*(-2.118) -.003(-0.077)

외국인투자자 .029(0.211) .109**(2.405)

나르*사외이사 -.111(-.0.499) .001(0.02)

나르*기관투자자 -208*(-2.019) -.033(-0.746)

나르*외국인투자자 .603*(2.376) -.028(-0.483)

R2 .221 .390 .541 .147 .148 .167

F-value 3.524** 6.506** 5.405** 13.35** 11.49** 6.09**

Change in R2 .169 .151 0.135 .140

Change in F-value 16.895** 3.015* 0.418 1.303

예측과 달리 CEO나르시시즘이 기업들의 성과에

중대한 정(+) 또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록 가

설에서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기

업성과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혼재된 주장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고경영자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특성들은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과 연구개발 투

자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경기침체기에 직

면한 기업들의 성과향상(Latham and Braun,

2011; Ghemawat, 1993)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전략에 대한 CEO의

부주의한 선택을 유발하여 성과에 부정적 영향

(Lakey et al., 2008; Sanders and Hambrick,

2007)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일

관된 방향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II-3은 조절변수인 사외이사

비율,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이 CEO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 개의 지배구조시스템들 모두 CEO 나

르시시즘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유의한 수준

에서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

했던 것과 달리 CEO의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성

향은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불어 지배구조시스템의 영향에 의해 조절되지

도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

*p<0.05; **p<0.01

Dependent Variable for Model 1-3: Diversification (N=68)

Dependent Variable for Model 4-6: Performance (N=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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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경기침체에 직면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단기적

으로 사업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고 내실을 강화

하는 수익성 위주의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

타내기 쉽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개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을 “성장정체의 늪”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우리기업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공식 발표된 통

계자료에 의하면 1년 차 국내 정체기업의 2년

차 정체확률은 59%, 2년 연속 정체기업의 3년

차 정체확률은 68%로서, 각각 24%와 25%를 나

타낸 해외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내기업의 4년 연속 성장정체 시

퇴출확률 또한 약 40%로 14%를 나타낸 해외기

업들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일부 기업들은 다각화 성장전략을

실행하여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별히

불황기에는 저평가된 우량 기업과 자산들을 저렴

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각화

성장이 더욱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기엔 시장 상황이 여전이 좋지 않기 때문

에 다각화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신중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에서 효율적인 다각화 성장전략의 수립과 실행방

안이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사항이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즉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저성장 침체기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사업구조에 대한 진단과 조정

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해야 하지만, 성장

방향과 규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

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수적인 검증과 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심리치료학 분

야에서 정의되고, 사회심리학과 조직행위론 분야

에서 주되게 연구되어온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인 나르시시즘을 경영전략 분야의 연구로

확장하여, CEO의 나르시시트적 성향이 장기화되

는 저성장 침체기동안 국내기업들의 전략과 성

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지배구조시스템을

활용한 효과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을 두고 실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

장기업 CEO들의 나르시시즘과 다각화전략 간에

는 중대한 정의 관계가 있고, 이들 관계는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약화되는 반면 외국인투자자

들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CEO의 나르시시적 성향이 경기침체기 동안

보다 과감하게 다각화전략을 실행하게 하는 요

인이 되고, 더불어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CEO의 과도한 다각화 추진성향은 기관투

자자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

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기

화되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상장

사들은 CEO의 나르시시트적 성향을 활용하여

사업구조 조정과 성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다

각화전략을 도모하되, 이와 같은 다각화전략이

경영자들의 개인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통

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CEO나르시시즘과 기관투자자 지분

율의 상호작용효과가 연구대상 기업들의 다각화

전략에 미친 영향을 독립변수 평균값들의 상하

1-표준변차를 양극점으로 하여 도식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Aiken and West, 1991). 그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의 경우

CEO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다각화 정도가 나타나는 반면, 기관투자

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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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동안 전략 수

립과 성과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험의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실행해

왔다(Hambrick and Mason, 1984; Winston and

Patterson, 2007). 반면 리더쉽 유형의 심리적이

고 다면적 특성들이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

는 정보수집과 변수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

분히 이뤄지지 못해 왔는데(Lubit, 2002; Patel,

and Cooper, 2014), 특별히 한국을 포함하는 신

흥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리더쉽 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나르시시즘은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의사결정, 조직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 등 최고경

영자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면적 특성의 리더쉽 유형이다(Kets

de varies and Miller, 1985, 1986).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나르시시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된 한국 상장사들의 다각화전략과 성과에

미친 영향과, 이 같은 영향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배구

조시스템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들을 활용한 실

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한 본 연구는 학문

적·실무적 차원의 높은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변수들

의 측정방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CEO 나르시시

즘을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CEO 사진의 구

성 및 크기와 분석대상 기업과 관련한 언론자료

들에서 최고경영자를 지칭한 호칭의 수에 기초

한 복합지표로서 산출하였다. 이는 하나의 대용

치 만을 측정하여 분석했던 선행연구들의 한계

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국내기업들의 활동

과 관련한 공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들

에서 제시했던 모든 대용치들을 측정하여 활용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

속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인터뷰 기사 중 자

신을 지칭하는 빈도와 최고경영자의 상여금

(bonus)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포함하여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한 모든 대용치들을 포괄하는

<그림 1> CEO 나르시시즘과 기관투자자 지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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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나르시시즘에 대한 복합지표를 측정하고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의 다각화 활동

에 대한 정보공개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의 다

각화 정도를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부문의

총수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측정

이 용이한 반면, 다각화된 각 사업부문의 비중과

사업부문 간의 관련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Palepu, 1985; Hitt et al., 1997). 따

라서 향후 국내 상장기업들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각화된 사업부문 별 비중과 사업

부문 간 관계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

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가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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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EO’s Narcissism o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in an

Economic Downturn: The Moderating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Yoo, Jae-Wook
*

The researchers in strategic management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effects of CEO’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on the strategic choices and performance of firm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failed to identifying the effects of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m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ver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for variabl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f prior researches, this study is designed to achieve two specific objectives. The

first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EO narcissism o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of

listed corporations on Korean securities market in an economic downturn. The other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o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that are related to board and/or

ownership structures on those relationships. The empirical setting for this study was drawn from a

multi-year(2011∼2014) sample of large listed corporations in Korean securities market.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hypotheses of research are analyzed by implemen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 two separate model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show that CEO narcissism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listed large corporations in Korean securities market.

Regrading the moderating effects, the stake of institutional investors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EO narcissism and firm’s diversific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mply

that CEO narcissism can intensify the tendency of Korean corporations to adopt high-risk and high

return strategy in an economic downturn. Thus, firms might be able to use CEO narcissism to

drastically restructure the business portfolio in an economic downturn. However, Korean

corporations should be very cautions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of CEO narcissism. They

might be use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s thei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o monitor and

control the opportunism of CEO in the decision for diversification in an economic downturn.

Key Words: Economic downturn, Leadership, Narcissism, Diversificatio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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