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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CEO는 기업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
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립된 경영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최고 지휘자이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그 기업에 적합
한 유능한 CEO의 존재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CEO로 선임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와 같은 CEO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증권업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최근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사업모형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고, 수수료 중심의 가격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업이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장기적 안목에서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이 전략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CEO가 충분한 기간 재임하면서 전략의 추진을 이끌어야 할 것입
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업에서 CEO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CEO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CEO 관련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있지 않고, 따라서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역시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증권업 CEO들의
선임, 재임기간, 교체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CEO들의 재임기간과 경영
성과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CEO의 교체 혹은 연임 의사결정이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증권업에서의 CEO 선임
및 재임 관행의 개선, 그리고 이를 통한 증권업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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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논의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본 연구원의 이석훈 선임연구위원과 조성훈 선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보고서 작성의 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제공한 김준석 선임연구위원과
최순영 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해 수고한 김규림 선임연구원과 여밀림 연구원, 원고 교정과 편집에 수
고한 이수련 연구조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8년 4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안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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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Abnormal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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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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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of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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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Summary ≫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의
추진에 따른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최고ㆍ최종의 의사결정자이다. CEO의
판단은 기업의 현재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CEO는 기업의 주인(principal)인 주주를 대리
하여 이와 같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ㆍ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 즉 경영권을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행사하여 기업을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CEO를 찾아
선임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반대로 그렇지 못한 CEO를 적시에
교체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이다.
CEO의 중요성은 증권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증권업이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격적
투자은행으로의 발전 혹은 특화ㆍ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방향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회사의 비
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영전략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CEO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회사 CEO의 선임과
교체, 재임기간, 경영성과 등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 및 통계적 분석은 현
재까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다. 첫째로 국내 증권업에서의
CEO 선임, 재임, 교체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정확한 현황을 파악
ㆍ정리한다. 둘째로 국내 증권업에서의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장기로 재임한 CEO의 경영성과가 여타의 CEO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로 국내
증권업에서 CEO 교체의 효율성, 즉 CEO의 교체가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CEO의 경영역량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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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는 규율로서 작용하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
점을 도출,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2001~2016년 기간 중의 71개
증권회사, 179명의 CEO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Ⅱ장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전문 CEO의 ‘2년 또는 3년 재임’
이라는 틀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임기간은 미국
이나 일본의 주요 투자은행 및 증권회사 CEO들의 재임기간에 비하여 현
저하게 짧았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2년 또는 3년의 단기재임 CEO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6년을 초과한 장기재임 CEO도 적지 않았
다. 또한 분석 대상 CEO들을 출신배경(증권출신/비증권출신)과 발탁경로
(내부승진/외부영입) 별로 구분하였을 때, 장기재임 CEO는 증권출신으로
내부승진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증권출신으로 외부영입한 경우는 전
무하였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나
CEO에 대한 내부의 충분한 사전 평가과정이 있었던 CEO들이 우수한 경
영성과로 장기재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국내 증권업계가
CEO의 자본시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 회사에 대한 친숙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Ⅲ장에서는 CEO의 재임기간 및 교체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장기재임 CEO들은 전반적으로 단기 혹은 중기재임
CEO 보다 우수한 경영성과를 나타내었고, 동시에 재임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
기재임 CEO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CEO 교체 과정에서 경영역량이 뛰어
난 CEO들만이 살아남아 장기재임 했다는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재임 기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재임 CEO들은 우수한 경영역량과 함께 장기로 재임함으로써 자
신의 경영전략을 일관성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단기 경영성과는 CEO 교체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장기 경영
성과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독립 증권회사는 그룹소속 증권회사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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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교체 결정에서 단기 경영성과를 더 많이 고려했을 뿐 아니라 장기 경영
성과도 유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경영성과
외에도 그룹 차원의 여러 상황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EO에 대한 교체 결정 시 경영성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재임 3년차 이전과
3년 이후로 구분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국내 증권업 CEO의 재임기간, 선임 및 교체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2년 또는 3년 임기’라는 경직적인
틀이 갖는 문제점이다. 현재 상당수의 증권회사 CEO들은 단기 임기로 인해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CEO 자리를 떠나야 하고, 후임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증권회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네트워크 등 장기적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의 부재는 CEO의 짧은 재임기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증권회사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고유한 역량구축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이 추진될 때 가능하기에, 증권회사들은 2년
또는 3년마다 CEO를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재임 CEO는 동일한 재임연차에 있는 여타의 CEO보다 다소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장기재임 CEO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경영역량이 뛰어난
CEO를 선임한 것과 이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신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만약 자사의 경영비전과 방침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CEO 후보를 발굴ㆍ
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CEO를 선임한다면, 지배주주 및 이사회는
신뢰를 갖고 CEO의 역량이 가시적 경영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효율적인 CEO의 선임과정은 장기재임
할 수 있는 CEO를 발굴하고 이들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CEO가 선임된 직후 2~3년 기간의 경영성과는 전임 CEO의 경영활동이나
조직체계 등 CEO가 물려받은 경영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전략이 시장에서 평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CEO가 선임된 후 2년 또는 3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CEO를 평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CE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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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역량과 그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규율 메커니즘으로서 CEO 교체 정
책은 매우 중요하다. 즉 증권회사들은 CEO 재임 초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되, 그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따른 CEO 교체 정책을 확고하게 수
립하여 CEO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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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EO Tenure and Performance in Korea’s Securities Industry

A chief executive officer (CEO) is a firm’s ultimate decision
maker and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executing corporate
strategy and allocating resources consistent with strategic direction.
In addition, the CEO acts as an agent for shareholders, the
principals of the firm, with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that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one of the
most crucial decision in a firm as well as the core duties of the
firm’s controlling shareholder and board of directors to appoint a
competent CEO who can develop and implement the right strategy
for the firm, to timely replace an incompetent CEO, and to provide
reasonable remuneration.
The importance of the CEO is no exception to the securities
industry. In order for Korea's securities industry to advance to a
higher level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have a
CEO who can establish a management strategy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firm and consistently pursue the strategy over a long
period of time.
Based on this motivation, this report is prepar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in order to obtain accurate description

of CEO appointment, tenure and turnover (replacement) in Korea’s
securities

industry,

we collect

and

analyze

related

statistics.

Second,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enure and
performance. Third, we examine the efficiency of CEO selection
and turnover in domestic securities firms, ie, whether a competent
CEO is appointed, and whether CEO turnover reflec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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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we draw some implications from these results.
The 'two to three year tenure' of professional CEOs (those who
are not controlling shareholders) appears to be the norm in the
domestic securities industry, and this tenure is shorter than that of
major investment banks and securities firms CEOs in the US and
Japan. However, while short-tenure CEOs with two to three year
tenure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long-tenure CEOs with tenure longer than six years as well.
Long-tenure CEOs generally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short or mid-tenure CEOs, and their performance improved steadily
as the year progressed. In addition, the effect of long-term
management performance on CEO turnover

decision was not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CEO turnover in domestic securities
industry

does

governance)

not

have

mechanism.

the
And

effect
the

as

week

discipline

(corporat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and CEO turnover decision is more
apparent in securities firms whose controlling shareholders also
have a significant stake in other industry (securities firms belonged
to

business groups,

for

instance).

This

suggests

that

group

situations other than CEOs’ management performance may have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EO turnover decision in those
securities firms.
The results of this report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tenure, appointment and turnover of CEOs of domestic securities
firms. First, the rigid framework of 'two to three year tenure’
causes some problems. At present, many CEOs of securities firms
have to leave the CEO position before producing visible results
from their own management strategy reflecting their vision and
philosophy due to their short tenure, and their successor must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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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from the scratch. The absence of investment for long-term
capacity accumulation such as differentiated services or networks
of securities firms is likely due to the short tenure of the CEO.
The unique capacity of a securities firm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firms can be achieved when a consistent management
strategy is pursu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practice of replacing CEOs every two or three years needs to be
changed.
The superior performance of long-tenure CEO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 good candidate with excellent management
expertise has been appointed to the CEO and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gave him trust and opportunity. In other words, an
effective CEO selection process is an important precondition for
producing a successful long-tenure CEO.
During two to three years immediately after the CEO is
appointed, the performance of the CEO may be influenced by the
legacy of his predecessor, including the management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addition,

it

takes

time

for

new

management strategies to be recognized in the market. For this
reason, it may be very difficult or even undesirable to evaluate the
CEO with the performance of two or three year period right after
his appoint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EO turnover
policy is an important discipline mechanism that induces the CEO's
best efforts. In summary, securities firms should wait patiently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ir CEOs’ tenure, and after that, they
should establish a solid CEO turnover policy based on their
performance and encourage CEOs to exert their fu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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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Ⅰ. 서론
기업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의 추진에 따른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최고ㆍ최종의
의사결정자이다. CEO의 판단은 기업의 현재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지
배구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CEO는 기업의 주인(principal), 또는 소유자
(owner)인 주주를 대리하여 이와 같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이다. CEO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주의 이
익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가치의 극대화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식가치의 극대화는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하여 달성된다. 따
라서 CEO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ㆍ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 즉 경영
권을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행사하여 기업을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
다. 그리고 주인인 주주 및 주주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는 CEO가 이러한 자
신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CEO를 규율
(discipline)한다. CEO에 대한 규율, 즉 기업지배구조에는 다양한 메커니
즘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CEO의 선임과 교체, 그리고 CEO에 대한 보
상을 통한 규율은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CEO를 찾아 선
임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반대로 그렇지 못한 CEO를 적시에 교체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이다.
CEO의 중요성은 증권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증권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CEO 문제가
꼽히고 있으며, CEO와 관련된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히 재임기간과 관련
된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 증권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격적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
으로의 발전 혹은 특화ㆍ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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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방향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역량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회사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영전략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기업에서는 지나치게 강력한 CEO들이 효과적인 규율을 받지 않는
가운데 과도하게 오랫동안 재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주로 제기되는
문제인 반면1), 국내 증권업계에서의 CEO 문제는 반대로 재임기간이 경직
적이며 지나치게 짧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다수 증권회사에서 2~3년 기간
재임한 CEO를 관행에 따라 교체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CEO의 재임기간이 짧고 경직적일 경우, CEO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증권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전략 수행을 위한 투자
에는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 증권회사별로 차별화된
역량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내 증권회사 CEO의 선임과 교체, 재임기간, 경영성과 등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 및 통계적 분석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증권업계에서의 CEO의 짧고 동시에 경직적인 재임기간에 관한 우려
혹은 논의의 대부분은 업계에서의 오랜 경험 등에 기반한 추론 수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다. 첫째로 국내 증권업에서의 CEO 선임, 재임, 교체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정확한 현황을 파악ㆍ정리한다. CEO의
재임기간은 선임과 교체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국내 증권업에서의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장기로 재임한 CEO의 경영성과가 여타의 CEO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로 국내
증권업에서 CEO 교체의 효율성, 즉 CEO의 교체가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CEO 교체가 CEO의 경영
1)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CEO 문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ensen, 1993; Hermalin & Weisba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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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규율로서 작용하는지 논의한다. 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규율 메커니즘인 CEO에 대한 보상체계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인 CEO 교체(turnover)와 관련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CEO에 대한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CEO의 교체가 효율적으로, 즉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중에서 Huson et al.(2001)은 미국 기업
들에서의 경영성과와 CEO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한 반면,
Jenter & Lewellen(2014), Jenter & Kanaan(2015)은 비교적 높은 관련
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및 이사회의 CEO 교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로 Huson et al.(2004),
Guo & Masulis(2015), Fich & Shivdasani(2006), Ellis et al.(2017), 김
수정 외(2012), 신현한ㆍ장진호(2003a, 2005), 최웅용ㆍ배현정(200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강력하고 전문적인 이사회의 존재 여부, 소유구조,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요인들이 CEO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CEO의 교체 관련 이슈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데 비하여
CEO 재임기간의 장ㆍ단기 경영성과 혹은 경영활동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 중에서
Allgood & Farrell(2000)은 미국 기업에서 CEO의 재임 연차에 따라 지배
주주 CEO는 초기에는 강력한 참호구축을 통하여 교체 가능성이 낮지만
이후 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로 이러한 참호구축이 약화되며,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 CEO는 초기에는 성과를 지켜보는 시기, 중기에는 참호구축
시기, 이후에는 참호구축이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 기업의 CEO 문제를 분석한 연구들과는 달리, 국내 증권업에서의
CEO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국내 증권회사들의
소유구조이다. 미국 기업들이 뚜렷한 대주주가 없이 비교적 분산된 소유구
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회사들은 모두 회사에 결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 즉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따라서

6

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CEO의 선임과 교체에 있어서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지배주주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서 증권회사의 중요성, CEO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선임과 교체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CEO의 선임, 재임, 교체 의사
결정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증권회사를 지배주주의 성격에 따라 독립 증권회사와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증권업
CEO들의 실태를 선임과 재임기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CEO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며, 또한 CEO 교체의 효율성을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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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CEO들의 출신배경, 발탁경로, 재임기간
등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분석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집
ㆍ분석된 적이 없었던 바, 본 보고서의 분석은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2)

1. 분석 대상 증권회사 및 CEO

본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존재
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증권회사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위
탁매매, 인수, 상품판매, 자기매매 등 증권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두루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3)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정 비즈니스로 영업
범위가 제한된 증권회사4)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모두 제외하였으나, 국내 증권회사로 설립되
었으면서 지배주주가 국내와 외국인 사이에서 변화한 경우5)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71개 증권회사가 분석 대상이 되며, 16년의 기간 중
총 179명6)이 이 71개 증권회사에서 CEO로 재임하였거나 재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개 증권회사 중에서 2017년 3월말 현재 존재하는 증권
회사는 30개사이다.
증권회사별 CEO의 성명, 선임 및 퇴임일, 주요 경력사항 및 회사의
2) 본장과 Ⅲ장 1절은 이석훈ㆍ조성훈(2017)의 내용을 확장ㆍ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3) 과거 ‘종합증권회사’로 구분되던 증권회사들과 거의 일치한다.
4) 예를 들어 한국ECN증권, KIDB채권중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예를 들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 유안타증권(동양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총 179명의 CEO 수는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공동 CEO 모두를 포함한 것이며,
Ⅲ장 분석에서는 공동 CEO 중 대표 CEO 1인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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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소유ㆍ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관한 데이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증권회사별 재무제표 데이터는 각사의 영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는 자신의 전체 자산에서 증권회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그 증권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CEO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그리고 이는 다시 CEO 선임과 해임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자신의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주주는 그 증권회사의
가치가 전체 자산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권회사 가치
극대화가 최우선의 목표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권회사가 자신의 전체
자산의 10%에 불과한 지배주주는 다른 중요한 계열기업의 가치 증가를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가치 극대화가 최우선의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즉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는 증권회사 CEO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룹 차원의 여러 다른 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 증권회사를 소유
구조에 따라 독립 증권회사와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구분하였다. 어떤 증권회
사의 자산이 그 증권회사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전체 그룹 자산의 30% 이
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증권회사는 독립 증권회사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증권회사는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구분된다.7) 그룹소속 증권회사에는
은행, 보험 등 비증권 금융계 및 일반 산업계 증권회사들이 포함된다.
<그림 Ⅱ-1>은 분석 대상 증권회사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전
체적으로 매년 29~35개 증권회사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독립 증권회사
의 비중은 39.4%(2003년, 2014년)에서 44.8%(2016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7) 따라서 증권회사가 전체 그룹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 증권회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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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분석 대상 증권회사 수 연도별 추이

본 보고서에서는 CEO를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지배주주 자신(가족 포함)이 CEO인 경우(이하 ‘지배주주 CEO’라
한다.)와 전문경영인 CEO(이하 ‘전문 CEO’라 한다.)는 CEO에 대한 규율,
CEO가 갖는 유인 및 시계(time horizon)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선 지배주주 CEO와 전문 CEO를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다시 전문 CEO를 출신배경에 따라 ‘증권출신’과 ‘비증권출신’
으로, 발탁경로에 따라 ‘내부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하였다. 증권출신은
CEO에 선임되기 전까지의 핵심적인 경력을 자본시장 관련 비스니스(증권
및 자산운용)에서 쌓아온 경우를, 비증권출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은행과
보험 등 비증권 금융 출신, 일반 산업 출신, 공직자 출신)를 가리키며, 이는
증권회사의 CEO로서 자신의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과 전
문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승진은 해당
CEO가 경력을 쌓았던 회사 혹은 그 회사가 소속된 그룹 내부에서 발탁된
경우이고, 외부영입은 회사 혹은 그룹 외부에서 발탁되어 곧바로 CEO에
선임된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CEO를 맡고 있는 회사에 대한 친숙도 및
CEO 후보로서의 능력에 대한 검증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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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은 CEO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
CEO가 179명 중 167명으로 전체의 93.3%를 차지하여 지배주주 CEO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 CEO를 다시 발탁경로별로 살펴보면, 내부승진
(51.9%)이 외부영입(41.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전문
CEO의 출신배경별로는 증권출신 CEO의 비중이 70.9%로 나타나 CEO
선임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1> 국내 증권회사 CEO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별 분포
(단위: 명)
전문 CEO
출신배경
발탁경로
내부승진
외부영입
소계

증권

비증권

소계

67
(37.4%)
60
(33.5%)
127
(70.9%)

26
(14.5%)
14
(7.8%)
40
(22.3%)

93
(51.9%)
74
(41.3%)
167
(93.3%)

지배주주
CEO

총계

12
(6.7%)

179
(100.0%)

<그림 Ⅱ-2>는 CEO의 발탁경로 및 출신배경 분포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부승진, 그리고 증권출신
CEO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2013년 이후 약간 반대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승진 CEO 수는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외부영입보다 많았고,
2011~201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면서 외부영입 CEO와의 차이를 벌린
모습이다. 또한 증권출신 CEO는 2006년 19명으로부터 꾸준하게 증가하
면서 2014년에는 30명에 달하여 전문 CEO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분석기간 전체로 보면 내부승진과 외부영입, 증권출신과 비증권출신의
상대적 비중은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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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볼 때, 증권회사들이 시기에 따라 외부영입[내부승진]에서 내부승진
[외부영입]으로, 증권[비증권]출신에서 비증권[증권]출신으로 CEO의 발탁
경로와 출신배경을 달리하여 CEO를 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 CEO 수는 2006년과 2007년에
7명으로 분석기간 중 가장 많았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현재 3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2> 전문 CEO 발탁경로 및 출신배경 연도별 추이
(a) 내부승진 vs 외부영입

(b) 증권출신 vs 비증권출신

2. CEO 선임 및 재임기간
가. CEO 선임

<그림 Ⅱ-3>은 국내 증권업에서 매년 몇 명의 CEO가 새롭게 선임되
는지(즉 CEO 교체가 몇 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CEO
선임에 있어서 4~5년 주기의 상당히 뚜렷한 순환(cycle)을 볼 수 있다.
2001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새로운 CEO의 선임이 현
저하게 적게 이루어졌고, 반대로 2003년, 2005년, 2008년, 2012년,
2013년에는 CEO의 교체가 활발하였다. 후술하는 CEO 재임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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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2~3년 임기’라는 재임기간 패턴
을 갖고 있는 국내 증권업에서 많은 수의 CEO가 교체된 다음 2~3년 동
안에는 자연스럽게 교체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CEO의 교체가 연도별로 상당히 군집된 모습(clustering)을 보인다는 점이
다. 이러한 군집현상의 원인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97~1998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카드채 사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증
권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기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에 다수의
CEO가 교체된 데 기인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Ⅱ-3> 연도별 CEO 선임(교체) 빈도 추이

주 : 비율은 당해연도 전체 증권회사 중에서 CEO가 교체된 증권회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Ⅱ-2>는 국내 증권회사의 CEO들이 평균적으로 몇 세에 CEO에
선임되는지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전문 CEO들은 52세에 CEO에 선임되는
반면, 지배주주 CEO는 45세 정도에 CEO에 선임되어 상당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전문 CEO 중에서는 증권출신이면서 내부승진인 경우 가장
이른 나이에 CEO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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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국내 증권회사 CEO 평균 선임 연령 분포
(단위: 세)
전문 CEO
출신배경
발탁경로
내부승진
외부영입

지배주주 CEO

증권

비증권

50.8
(51)
52.8
(52.5)

54.3
(55)
54.6
(53)

45.8
(44)

주 : 괄호 안은 중위값(median)

나. CEO 재임기간

본 절에서는 본 보고서의 핵심적 분석 대상인 국내 증권회사 CEO의
재임기간 현황을 다양한 관련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다. 재임기간의 길이에
대한 통계와 재임기간별 분포를 전체 표본에 대해서 뿐 아니라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별, 증권회사 소유구조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재임기간의 길이
<표 Ⅱ-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1~2016년 분석기간 전체 표본인
179명 CEO 재임기간의 평균(mean)은 약 42.6개월(3.5년)이고 중위값
(median)은 36개월(3년)이다. 이 중에서 전문 CEO는 38.9개월 정도 재임
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CEO는 이보다 훨씬 긴 93.6개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CEO 중에서는 내부승진/증권출신의 평균 재임기간이 42.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내부승진/비증권출신이 35.9개월로 가장 짧았다. 그러나
재임기간을 중위값 기준으로 보면 외부영입/비증권출신이 39개월로 가장
길었고, 외부영입/증권출신이 32개월로 가장 짧았다. 평균과 중위값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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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출신배경별로 재임기간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부승진/증권출신의 경우 재임기간의 평균은 가장
긴 반면 중위값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그림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승진/증권출신의 경우 6년을 초과한 장기재임 CEO들이 가장 많았으면서
동시에 단기재임한 CEO들의 빈도수도 높았기 때문이다.

<표 Ⅱ-3> 국내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별)
(단위: 개월)
평균
내부승진
전문
CEO

외부영입

중위값

표본수(명)

증권출신

42.57

36

67

비증권출신

35.88

36

26

증권출신

35.95

32

60

비증권출신

39.64

39

14

38.90

36

167

지배주주 CEO

전문 CEO 전체

93.58

92

12

전체

42.57

36

179

<표 Ⅱ-4>는 증권회사의 소유구조, 즉 독립인지 그룹소속인지에 따른
전문 CEO의 재임기간을 보여준다. 독립 증권회사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48.2개월로 그룹소속 증권회사 CEO의 평균 재임기간 35.4개월에 비하여
약 1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4>는 전문 CEO 재임기간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 CEO의 재임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0개월8)
전후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이후 추세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분석기간
8) 이 60개월이라는 수치는 <표 Ⅱ-3>에서 제시된 전문 CEO의 평균 재임기간 38.9
개월보다 긴데, 그 이유는 <그림 Ⅱ-4>의 연도별 추이 분석에서는 장기재임한
CEO들의 표본이 단기재임한 CEO보다 매년 반복적으로 합산되는 빈도가 높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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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해 내부승진 CEO들이 외부영입인 경우보다 재임기간이 길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에는 내부승진과 외부영입 CEO 간 재임기간의
차이가 30개월에 달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내부승진과 외부영입 CEO 간
재임기간의 차이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Ⅱ-4>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
(증권회사 소유구조별)
(단위: 개월)
평균

중위값

표본수(명)

독립

48.17

36

46

그룹소속

35.38

35

121

전체

38.90

36

167

주

: ‘독립’은 증권회사의 자산이 그 증권회사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전체 그룹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지칭

<그림 Ⅱ-4>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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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임기간의 분포
<그림 Ⅱ-5>는 분석 대상 179명 CEO들의 재임기간의 분포를 보여주
는 히스토그램이다. CEO의 재임기간 분포는 3개월 단위로 합산하였고,
72개월을 초과한 CEO는 모두 그림의 ‘73이상’에 포함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패턴은 1년(12개월), 2년, 3년 등 연
단위의 재임기간을 갖는 CEO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정기 주주총회가 있는
시점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CEO 교체가 빈번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연
단위의 재임기간 중 24개월과 36개월의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국내 증
권회사의 전문 CEO 재임기간에 있어서 ‘2년 또는 3년 임기’라는 틀이 상
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임기간 36개월은 전체의 중위
값인 동시에 최빈값(mode)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증권회사 CEO의 재임
기간이 ‘2년 또는 3년 임기’의 틀로 형성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CEO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가 있으며, 이 규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9)

<그림 Ⅱ-5> 국내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 분포

9) CEO는 ‘대표이사’로서 이사의 1인이다.

Ⅱ.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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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은 지배주주 CEO를 제외한 전문 CEO들의 출신배경별
재임기간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의 분포는 전문 CEO를 3년 이하
(단기), 3년 초과~6년 이하(중기), 6년 초과(장기)의 재임기간별로 구분하고,
재임기간별 CEO 비중을 각 연도별로 구한 다음 이를 평균하여 얻은 것이다.
예를 들어 6년간 재임한 CEO의 경우 표본으로 보면 각각의 연도에 대하여
매번 포함되기 때문에 6번 반복하여 계산된다.10)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승진/증권출신에서 장기재임 CEO의 비중
이 가장 높았던 반면, 외부영입/비증권출신은 장기재임한 사례가 전무하
였다. 외부영입 CEO는 내부승진 CEO에 비해 중기재임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발탁된 경우로 대체로 재무 및 금융 관련 경력을
가진 내부승진/비증권출신 CEO는 단기재임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Ⅱ-6>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 분포
(출신배경 및 발탁경로별)

10) 이 경우 장기재임 CEO의 비중이 다소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나 분석기간 중 임의
년도 기준으로 CEO 또는 증권회사 유형에 따라 재임기간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에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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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은 증권회사 소유구조별 CEO 재임기간의 분포를 보여준다.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한 장기재임 CEO의 비중은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독립 증권회사에서 훨씬 높은 반면, 3년 이하로 재임한 단기재임 CEO의
비중은 그룹소속 증권회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독립 증권회
사가 그룹소속 증권회사에 비하여 CEO의 재임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7>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 분포
(증권회사 소유구조별)

<그림 Ⅱ-8>은 장기, 중기, 단기재임 CEO 분포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단기재임 CEO의 비중이 추세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기재임 CEO의 비중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그림 Ⅱ-4>의 전체적인 전문 CEO의 재임기
간 평균의 추이를 재임기간별 분포를 통하여 살펴본 것으로, 전문 CEO의
재임기간 단축 추세가 장기재임 CEO의 감소 및 단기재임 CEO의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Ⅱ.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 현황 분석

21

<그림 Ⅱ-8>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 분포
(연도별 추이)

3. 외국 주요 증권회사와의 CEO 재임기간 비교

본 절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의 상대적인 장ㆍ단 여부를
판단하고, 발탁경로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외국의 주요 증권회사
(투자은행)의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BoA, Citi 등 미국의
5개 글로벌 투자은행(대형사), Jefferies, Lazard, Greenhill, Evercore,
Stifel Financial, Piper Jaffray 등 미국의 6개 중소형 투자은행11),
Nomura, Daiwa, Mitsubishi UFJ, SBI 등 일본의 4개 대형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국내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2001~2016년 기간 중 재임한 CEO
들의 재임기간 및 발탁경로를 조사하였다.

11) 조사 대상 미국 중소형 투자은행 6개사는 최순영(2015)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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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는 조사 대상 증권회사 CEO들의 재임기간의 평균과 중간값
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CEO의 재임기간
평균은 대형사 69.6개월, 중소형사 131.7개월로 국내 증권회사 CEO 재임
기간의 2~3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증권회사들의 경우 평균 재
임기간이 50.6개월로, 한국 증권회사보다는 길지만 미국의 투자은행들
보다는 짧은 중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12)

<표 Ⅱ-5> 외국 주요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
(단위: 개월)

대형1)
미국
3)

일본

중소형2)

평균

중위값

최대값

CEO 수
(명)

회사 수
(개)

69.6

63

132

16

5

131.7

110

232

11

6

50.6

46.5

156

18

4

주

: 1)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BoA, Citi
2) Jefferies, Lazard, Greenhill, Evercore, Stifel Financial, Piper Jaffray
3) Nomura, Daiwa, Mitsubishi UFJ, SBI
4) 창업자의 경우 재임기간 계산에서 제외
자료: 각사 홈페이지, Annual Reports, 뉴스검색에서 추출

<그림 Ⅱ-9>는 국내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CEO 재임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대형사의 경우 6년을 초과
하여 장기재임하는 CEO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3~6년 재임하는 CEO의
수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이하 단기재임하는 CEO의
비중이 10% 대로 매우 적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2) 2016년 12월 현재 현직 CEO의 재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산출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모두
제시된 수치와 분포는 현직 CEO의 실제 재임기간보다 짧게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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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외국 주요 증권회사 CEO 재임기간 분포

미국의 대형사 J.P. Morgan Chase는 2005년 12월에 William
Harrison이 CEO에서 물러나면서(은퇴) 현 Jamie Dimon으로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Goldman Sachs는 2006년 6월 당시 CEO였던 Henry
Paulson이 미국 재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현 Lloyd Blankfein으로의 승
계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 대상 기간 중 단 한차례 CEO 교체를 경험하였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사 대상 기간 중 Merrill Lynch BoA는 5명,
Citi는 4명의 CEO가 재임하는 등 CEO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잦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회사가 인수되거나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
서 발생한 CEO의 교체이다.13) 즉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에 CEO의
교체와 재임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중소형사들은 특정 비즈니스에 특화ㆍ전문화되어 있는 소위 ‘부티크 IB’
13) 미국 대형사에서 3년 이하로 재임한 CEO는 단 2명으로, Merrill Lynch BoA의
John Thain과 Kenneth Lewis이다. 이들은 모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위기
의 와중에서 위기에 빠진 Merrill Lynch를 수습하고 BoA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CEO로 재임한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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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대형사보다 CEO 재임기간이 훨씬 길다. 미국 중소형사에서는 단
기재임 CEO가 전혀 없고, 6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임하는 CEO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개사 중에서도 Jefferies, Stifel Financial,
Piper Jaffray는 조사 대상 기간 중 CEO의 교체 없이 단 한명의 CEO가 현
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자신의 고객기반을 갖고 회사를 설립
하여 사업을 하는 창업자가 CEO를 겸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자가 후임
CEO를 선임할 때에도 비슷하게 글로벌 대형사에서 자신의 고객기반을 갖
고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CEO가 단기
간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에 따라 고객기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장기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대형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임한 CEO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한국의 증권회사보다도 더 낮다.
반면 한국 증권회사에 비하여 중기재임 CEO의 비중이 훨씬 높아, 이것이
평균 재임기간이 한국 증권회사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길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Ⅱ-6>은 조사 대상 외국 주요 투자은행 CEO들의 발탁경로별 분
포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형사와 일본 증권회사들에서는 외부영입보다는
내부승진이 훨씬 많다. 이는 회사의 규모가 큰 만큼 미래의 CEO 후보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넓고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J.P. Morgan Chase의 Jamie Dimon은 COO(Chief
Operating Officer)에서 CEO가 되었으며, Goldman Sachs의 Lloyd
Blankfein은 FICC(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ndities) 부문과
주식 부문 책임자를 거쳐 CEO에 선임되었다.
<표 Ⅱ-6>에서 ‘기타’는 CEO가 창업자 자신인 경우 혹은 합병회사 중
하나의 CEO가 합병 후 CEO가 된 경우이다. 미국 대형사는 모두 후자의
경우로서, Travelers Group의 CEO였다가 Citicorp와의 합병을 통해
Citigroup이 탄생하면서 Citigroup의 CEO가 된 Sanford Weill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미국 중소형사에서 ‘기타’는 모두 창업자인 경우로서 대형사와
대조된다.

Ⅱ.국내 증권업 CEO 재임기간 현황 분석

25

<표 Ⅱ-6> 외국 주요 증권회사 CEO 발탁경로
(단위: 명)

1)

미국
3)

일본

대형

중소형2)

내부승진

외부영입

기타

10

2

4

5

3

3

14

3

1

주

: 1)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BoA, Citi
2) Jefferies, Lazard, Greenhill, Evercore, Stifel Financial, Piper Jaffray
3) Nomura, Daiwa, Mitsubishi UFJ, SBI
4) 창업자의 경우 재임기간 계산에서 제외
자료: 각사 홈페이지, Annual Reports, 뉴스검색에서 추출

한편 미국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외부영입의 비중이 대형사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형사와는 달리 작은 회사 규모로 인하여
잠재적인 CEO 후보들을 가려내고 키워낼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중소형사에서 외부영입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동시에 재임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은 창업자를
포함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인물을 외부로부터 효
과적으로 찾아내어 발탁하고, 일단 선임된 CEO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
술한 바와 같이 부티크 IB들은 자신의 고객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을 CEO로
선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IB에서 CEO 후보를 물색하고 영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외부영입의 비중이 높은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여 CEO로 발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Nomura와 Daiwa의 경우 2001~2016년
기간에 CEO로 재임한 인물들은 모두 그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10~30년
근무한 후 CEO에 선임되었으며, 또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그룹
(Nomura Holdings, Daiwa증권그룹) 회장으로 옮겨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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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CEO들의 출신배경, 발탁경로, 재임기간 등의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미국와 일본의 주요 투자은행 CEO
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01~2016년 기간 중 국내 증권회사의
전문 CEO들 중에서는 내부승진이면서 증권출신 배경을 가진 CEO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증권업계가 CEO의 자본
시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회사에 대한 친숙도를 비교적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평균, 중위값과 같은 통계량, 선임(교체)빈도 및 재임기간의 분포
등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전문 CEO의
‘2년 또는 3년 재임’이라는 틀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임기간의 중위값은 36개월이며, 재임기간의 분포 역시 24개월 또는
36개월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CEO의 발탁경로 및 출신배경별로는
전체적으로 내부승진/증권출신 CEO들의 재임기간이 가장 길며, 6년을 초
과하여 장기재임한 CEO의 수 역시 내부승진/증권출신에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 증권회사가 그룹소속 증권회사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CEO의 임기를 더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CEO의 재임기간이 추세적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재임 CEO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투자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국내 증권회사에 비하여
CEO의 재임기간이 더 길다. 미국 투자은행의 CEO 재임기간은 국내 증권
회사 CEO 재임기간에 비하여 대형사의 경우 2배, 중소형사의 경우 3배
정도이다. 일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CEO의 재임기간이 미국의 투자은행
들보다는 짧지만 국내 증권회사보다는 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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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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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기업의 주인(principal)인 주주들의 핵심적인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CEO는 한 기업의 경영성과, 나아가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한 기업에서 CEO의 중요성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또는 부여된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도로 성숙된 산업에서 정형화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에서 모험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CEO의 전략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즉 이런 기업일수록 CEO의 경영역량과 노력이 중요하며, 따라서
합당한 CEO를 선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된다. 다른
한편, 지배주주가 CEO에게 부여한 역할 및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그
CEO는 자신의 경영역량을 펼쳐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CEO의
재임기간은 CEO의 역할을 제한하는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장기재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CEO에 비하여 2~3년 재임
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CEO는 자신의 경영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기회도 유인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경영성과의 차
이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의 1절은 CEO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 증권업에서 경영성과의 개선에 있어
CEO 선임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경영역량이 부족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CEO를 교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증권회사들이 경영역량이 부족
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CEO를 교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증권업의 CEO 교체가 빈번하였는데, 그 원인이 뛰
어난 경영역량을 가진 CEO가 적었던 것이었을 수 있지만, 또한 ‘2년 또는
3년 임기’의 틀 또는 증권회사의 소유구조 등의 여타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분석 결과의 검토를 통하여 CEO의 교체과정이 증권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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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개선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다. 2절에서는
CEO 교체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CEO에 대한 교체과정이 경영
역량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CEO 규율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먼저 1절에서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2절에서 CEO 선임 및 교체 결정의 효율성이 증권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CEO 재임기간과 경영성과에 관한 분석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증권업에서는 CEO의 ‘2년 또는 3년 재
임’이라는 틀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재임 관행
으로 인하여 국내 증권회사 CEO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장기적 성
장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4) 더욱이
단기재임이 부진한 경영성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경직적인 관행이나 그룹 내 인사상의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CEO는 자
신의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게 되고, CEO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업의 현실,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
할 때, CEO가 장기적 안목과 비전을 갖게 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재임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예를 들면, 본격
적 투자은행으로의 발전 혹은 특화ㆍ전문화를 위한 역량 축적은 단기간에
14) CEO의 단기재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서 단기업적주의(short-termism)의 문제가
있으며, 투자은행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단기업적주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경우는 단기업적주의가 CEO의 경직적인 단기재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상장기업으로서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시장(주주)의 압력에 따른
문제(Asker et al., 2015; Bernstein, 2015; Ferreira et al., 2014)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권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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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고, 회사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영전략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CEO가 2~3년마다 교체되는 환경에서는 불가능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 증권업에서 CEO
의 재임기간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즉 CEO 재임기간의
장ㆍ단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아울러
경영성과의 차이가 CEO 재임 중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장기재임 CEO의 경영성과가 재임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향상되고 단기재임 CEO의 경영성과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증권업계의 CEO 단기재임 관행에 따른 업계의 우려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 경영성과의 지표

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회계적 실적에 기초한 성과(accounting- based
performance)’와 ‘(주식)시장에 기초한 성과(market-based performance)’로
대별할 수 있다. CEO의 경영활동이 회사 재무제표상의 실적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CEO의 이러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회계적 실
적에 기초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회계적 실적에 기
초한 성과지표는 이미 실현된 경영성과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지향적
(backward-looking)’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회사 조직의 효율성 제고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 등과 관련된 경영활동에 따른 성과는 회계적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회계적 실적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CEO의 경영성과는 미래의 기업가치 증가에 대한 기대
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Engel et al., 2003).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형성
되는 주가는 바로 이러한 미래의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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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래지향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회계적 실적에 기초한 성과지표로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ROA)과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ROE)을, 시장에 기초한
성과지표로는 각 증권회사 주가, 곧 주식의 수익률을 사용한다. 본 절의 분석은
Ⅱ장에서와 동일하게 2001~2016년 기간 중 존재했던 71개 증권회사의 179명
CEO 중 지배주주 CEO 12명, 공동 CEO 20명, 투신 증권회사15) CEO 5명을
제외한 142명의 전문 CEO를 대상으로 하며, 각 증권회사의 재무제표 데이터는
각 사의 사업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나. CEO 재임기간과 ROA / ROE

본 절에서는 ROA를 회사의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사용하는 이유는 증권회사의
본질적 비즈니스와 무관한 영업외이익이나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은행,
위탁매매 등과 같은 본질적 비즈니스의 성과만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또
ROA는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증가 혹은 레버리지의 수익효과를 조정하여
CEO의 순수한 경영역량 또는 경영성과를 대리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ROE는 영업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체 경영성과
중에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혹은 주주의 투자에 대한 기업 영업활동을
통한 보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16) CEO의 선임과 교체가 핵
심적인 기업지배구조상의 이슈이고, 기업지배구조의 중심에 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ROE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지표가 된다.
ROA 및 ROE로 측정된 경영성과와 CEO를 매칭할 때, 즉 한 회계연도의
ROA와 ROE가 어느 CEO의 경영성과인지를 결정할 때, 회계연도 중에
15)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라 투자신탁으로부터 분리된 증권회사를 가리킨다.
16) 통상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증권
회사의 본질적 비즈니스를 통한 CEO의 경영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영업
이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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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교체된 경우 그 회계연도의 실적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 CEO로서 재임한 기간이 9개월,
즉 3/4 미만인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해당 CEO의 경영
성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9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만
그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해당 CEO에게 귀속시켰다. 그리고 CEO로 선
임된 회계연도의 재임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해의 경영성과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해의 경영성과를 재임 1년차의 경영성과로
간주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 회계연도별로 분석 대상 증권회사 전체의 해당 연도 ROA와
ROE의 중위값(median)을 차감한 ‘조정 ROA’ 및 ‘조정 ROE’를 사용함으
로써 특정연도 증권업 ROA와 ROE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요인을 통제
하고 전체적인 증권업 수준에 비하여 얼마나 ‘더’ 우수한 혹은 열등한 경
영성과를 올렸는지를 보고자 하였다.17) 또한 조정 지표의 사용은 개별
CEO의 연도별 경영성과로부터 해당연도 증권업 경영성과의 수준을 조정
함으로써 회계연도가 다른 CEO의 경영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Ⅲ-1>은 분석 대상 CEO를 선임에서부터 퇴임까지의 재임기간이
3년 이하인 그룹(단기재임)과 3년 초과~6년 이하인 그룹(중기재임),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고 있는 그룹(장기재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재임연차의 기간별(1~3년차, 4~6년차, 7년차 이후) 해당 증권회사의 조정
ROA와 조정 ROE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재임연차가 1~3년차라고 하면
CEO의 첫 번째 임기 기간에 해당하고, 4~6년차라고 하면 3년을 초과하여
재임한 CEO의 두 번째 임기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은 ROA와 ROE 모두에서 단기재임 CEO보다는 중기재임
CEO, 그리고 그보다는 장기재임 CEO의 경영성과가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임 1~3년차 기간의 조정 ROA의 평균은 단기재임 CEO가 –0.33%, 중기
17) 표본수가 작아 평균이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위값을 이용하여 조정 ROA와 조정 ROE를 구하였다. 평균을 이용하여
조정하여도 분석 결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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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CEO가 0.03%, 장기재임 CEO가 0.27%이다. 조정 ROE의 평균은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1.11%, 0.16%, 2.43%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
으로 살펴보아도 장기재임 CEO의 조정 ROA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임 4~6년차를 살펴보면 중기재임 CEO와 비교하여 장기재임 CEO의
우수한 경영성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정 ROA의 평균은 중기재임
CEO의 경우 0.16%이고, 장기재임 CEO의 경우 0.61%이다. 조정 ROE
역시 각각 0.24%와 3.87%로 장기재임 CEO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매우 크고 표준편차 역시 매우 크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재임 CEO 중에서도 증권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매우 우월한 경영성과를 올린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저조한 경영성
과를 올린 경우도 있다. 이는 경영성과가 CEO의 경영역량과 그들의 노력
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혹은 중위값의 차이 비
교는 경영성과를 비교ㆍ평가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임기간별
경영성과의 차이는 회귀분석과 같이 여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다루는 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소절
에서 제시된다.
또한 <표 Ⅲ-1>은 장기재임 CEO의 경우 재임연차가 경과할수록 경영
성과가 점점 더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정 ROA의 평균을 보면, 장기
재임 CEO의 재임 1~3년차에는 0.27%, 재임 4~6년차에는 0.61%, 재임
7년차 이후에는 1.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조정 ROE 역시 한 경우(재임 7년차 이후의
평균 3.51%)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재임연차가 경과할수록 점점 더 높은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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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별
조정 ROA / 조정 ROE 분포
(단위: %)

단기재임

중기재임

장기재임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0.33
-9.31
-0.18
5.31
1.70

0.03
-7.33
0.01
9.69
2.19
0.16
-6.31
-0.06
3.96
1.60

0.27
-5.79
-0.01
4.97
2.25
0.61
-4.62
0.62
6.54
2.06
1.54
-1.70
0.96
6.44
1.89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1.11
-28.02
-0.27
15.02
6.51

0.16
-16.70
-0.05
24.31
6.05
0.24
-23.07
0.36
9.15
5.36

2.43
-17.30
0.80
17.27
8.86
3.87
-9.55
0.96
36.79
9.79
3.51
-4.53
2.29
23.76
5.76

ROA
재임
1~3년차

재임
4~6년차

재임
7년차 이후
ROE
재임
1~3년차

재임
4~6년차

재임
7년차 이후

주 : 표의 수치는 재임연차별 조정 ROA / 조정 ROE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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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임 CEO 역시 재임 1~3년차보다는 4~6년차의 경영성과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임연차 경과에 따른 중기재임 CEO의 경영
성과 개선은 장기재임 CEO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달리 보면, 중기재임 CEO는 장기재임 CEO에 비하여 저조한 경영성과를
보인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중기재임 CEO들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재임 CEO에 비해 저조한 경영성과를 보인 것이 이들의
교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기재임 CEO 보다 장기재임 CEO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또한 재임
연차가 경과할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된다는 <표 Ⅲ-1>의 결과로부터 평균적
으로 장기재임 CEO들은 단기재임 CEO들에 비하여 선임이 잘 이루어진
경우(즉 우수한 인물이 선임된 경우)이며, 잘 선택한 인물을 CEO에 선임
하여 오랫동안 재임하게 할 경우 점차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실 CEO는 장기간 재임함으로써 자신이 경
영하는 증권회사의 직원과 문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
할 수 있고 자신의 경영전략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재임 CEO는 그들의 경영역량 외에도 장기재임의 기회로
인하여 여타의 CEO보다 우수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1>은 단기재임, 중기재임, 장기재임 CEO 그룹 및 재임연차별
조정 ROA와 조정 ROE를 나타낸 것이다. CEO의 재임 시기별(1~3년차,
4~6년차, 7년차 이후)로 구분한 <표 Ⅲ-1>에서와 달리, <그림 Ⅲ-1>은
조정 ROA와 조정 ROE의 변화를 매 연차별로 나타냄으로써 추세적인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Ⅲ-1> 역시 장기
재임 CEO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임 1년차에는 모든 그룹의 조정 ROA와 조정 ROE가 음(-)의 값을 가지나,
2년차부터 장기재임 CEO 그룹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후 10년차까지 지속된다.
이에 비하여 단기재임 CEO 그룹은 재임 1년차, 2년차에 모두 증권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저조한 음(-)의 조정 ROA 및 조정 ROE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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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기 및 장기재임 CEO들이 2년차에는 경영성과를 양(+)으로 반전시킨
반면, 단기재임 CEO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초 CEO 후보를
검증하여 선임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Ⅲ-1>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별
조정 ROA / 조정 ROE 추이
(a) 조정 ROA

(b) 조정 ROE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장기재임 CEO가
2년차 이후 꾸준하게 양(+)의 조정 ROA와 ROE를 시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중기재임 CEO는 재임 5년차와 6년차에 경영성과가 음(-)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임 5~6년차의 경영성과 차이가 재임기간 6년을 초과
하여 장기재임으로 가느냐, 중기재임으로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 CEO 재임기간과 주식수익률

주식수익률 분석은 주가가 존재하는 상장 증권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앞의 ROA와 ROE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 증권업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증권회사들의
해당연도 주식수익률의 중위값을 차감한 ‘조정초과수익률(조정 RET)’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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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개별 증권회사의 회계연도별 주식수익률(Rate of
Return: RET)을 보유기간수익률(buy-and-hold return)에 의하여 계산하고,
상장 증권회사 주식수익률의 중위값(증권업 RET)을 차감하여 ‘조정 RET’를
구하였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의 조정 RET와 CEO의 매칭은 앞의 조정
ROA / 조정 ROE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회계연도 중 CEO 재임기간이
9개월 이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2>는 <표 Ⅲ-1>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 CEO를 선임에서부터
퇴임까지의 재임기간이 3년 이하인 그룹(단기재임)과 3년 초과~6년 이하인
그룹(중기재임),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고 있는 그룹(장기재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재임연차의 기간별(1~3년차, 4~6년차, 7년차 이후)
해당 증권회사의 조정 RET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조정 ROA / 조정 ROE 분석은 재임기간과 단기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조정 RET 분석은 CEO가 장기적 투자 혹은 조직ㆍ인력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재임기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CEO가 단기 회계실적에 집중하고
장기적 투자나 조직ㆍ인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조정 ROA나 조정 ROE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의 평가인 조정 RET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다. CEO의 경영역량이나 노력에 의한 결과는 단기 회계실적과 장기 경영성
과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해 CEO에 대한 평가를
다각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RET 분석은 조정 ROA / 조정 ROE
분석결과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조정
ROA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 RET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재임
기간과 장기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표 Ⅲ-2>에서 제시된 CEO 재임기간별 조정 RET의 분포는
<표 Ⅲ-1>에서 제시된 조정 ROA 및 조정 ROE의 분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조정 RET는 단기재임보다는 중기재임, 그리고
그보다는 장기재임 CEO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재임 1~3년차에는 장기
재임 CEO보다 중기재임 CEO에게서 조정 RET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재임
초기 1~3년은 이들 CEO의 역량 및 경영전략에 대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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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명확하게 형성되고 차별화되기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2>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별
조정 RET 분포
(단위: %)

재임
1~3년차

재임
4~6년차

재임
7년차 이후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소값
중위값
최대값
표준편차

단기재임
0.0
-61.1
-2.4
75.2
23.6

중기재임
6.9
-49.7
1.2
123.8
28.6
2.5
-59.4
-3.3
72.6
23.4

장기재임
2.1
-56.9
-2.8
65.3
33.1
10.8
-85.8
1.2
182.7
44.3
15.5
-32.3
7.9
113.2
32.8

주 : 표의 수치는 재임연차별 조정 RET의 평균이다.

또한 재임기간이 경과할수록 장기재임 CEO의 조정 RET가 점차로 높
아지는 것 역시 조정 ROA / 조정 ROE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장기
재임 CEO들 중 상당수의 경우, 재임 4년차 이후 해당연도의 실적을 보여주는
조정 ROA / 조정 ROE 뿐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
영하는 조정 RET 역시 업계를 대표하는 중위값보다 크게 높았던 것이다.
즉 재임 초기에는 시장에서 CEO별로 차별화된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EO의 역량이 점차로 드러나고 경영전략에서의
차별성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식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장기재임 CEO들이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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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뿐 아니라 효율적 투자 혹은 효과적인 조직ㆍ인력 관리를 중시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Ⅲ-1>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Ⅲ-2>에서도 동일 그룹 내
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매우 크고, 따라서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재임 CEO의 재임 7년차 이후의 경우 최대
113.2%의 조정 RET를 올린 CEO가 있는 반면, -32.3%의 조정 RET를 올린
CEO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이사회가 조정
ROA나 조정 ROE, 또는 조정 RET 외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
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CEO의 경영역량 및 노력을 평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2>는 재임기간이 2년이었던 CEO, 3년이었던 CEO, 5~6년
이었던 CEO, 6년을 초과한 CEO에 대하여 재임연차별 조정 ‘누적초과수익
률(조정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18) <그림 Ⅲ-2>는 단기(2년, 3년)재임과 중장기(5~6년, 6년 초과)
재임한 CEO 간의 재임연차별 조정 CAR 값의 차이가 매우 커서 시각적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그래프로 분리하였다.19)
조정 ROA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정 CAR에서도 <그림 Ⅲ-2>는 <표 Ⅲ-2>
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6년을 초과한 장기재임 CEO들의
조정 CAR는 선임 초기 2~3년 동안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재임 3년차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재임의 경우(왼쪽 그래프), 3년 재
임한 CEO는 재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반면, 2년 재임에 그친 CEO는 2년차 후반에 주가 실적이 하락
함을 볼 수 있다. 2년 재임에 그친 CEO는 조정 ROA 뿐 아니라 조정 CAR
역시 하락한 상황에서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8) <그림 Ⅲ-2>는 월별 조정 CAR를 보여주고 있으며, 증권회사(즉 CEO)별로 일별
조정초과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월 단위로 누적하여 조정 CAR를 구한 다음,
재임기간으로 구분한 CEO의 유형별 해당 월의 평균 조정 CAR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조정 CAR와 CEO의 매칭 방법이 <표 Ⅲ-1>과 다르다.
19) 단기재임(a) 그래프와 중장기재임(b) 그래프의 종축(수익률)의 눈금을 비교하면 절대적
크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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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별 조정 CAR 추이
(a) 단기(3년 이하) 재임

(b) 중장기(5년 이상) 재임

6년을 초과한 장기재임 CEO들은 선임 초기 2~3년 동안 단기 경영성
과인 조정 ROA에 비해 저조한 조정 CAR를 보였다. 장기재임하면서 우수
한 실적을 내었던 CEO의 경우라도 재임 1~3년차 기간 동안에는 우수한
조정 CAR를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는 CEO 재임 초 1~3년의 기간은 새
로운 경영전략과 활동을 통해 미래의 현금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시장에 제공하고, 시장에서 CEO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져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짧은 시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장기재임의 경우(b), 5~6년 재임에 그친 CEO와 6년을 초과한 장기
재임 CEO 사이에서 주가 실적의 추이가 크게 다르다. 5~6년 재임한
CEO의 경우, 재임 초 2~3년 사이까지 20%대의 조정 CAR를 보였으나 이후
5년차까지 추가적인 주가 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장기
재임 CEO의 조정 CAR는 3년차까지 0%대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여 재임 6년차에는 평균 40%를, 8년차에는 80%대로 상승하였다.
즉 장기재임 CEO들이 재임 초 보다는 재임 중기 이후부터 장기적 의미의
경영성과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재임 CEO들이 주
도한 경영활동이 증권회사 경쟁력으로 발현되고 시장에서 평가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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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귀분석

CEO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단변량분석에 이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소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Ⅲ-3>과 <표 Ⅲ-4>에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 회
귀분석에서는 개별 CEO의 재임연차별 조정 ROA 및 조정 ROE, 그리고
조정 RET로 측정된 경영성과가 종속변수가 된다. 설명변수로는 CEO의
연령, 발탁경로, 출신배경, 그리고 중기재임과 장기재임 CEO들의 재임연차
(1~3년, 4~6년, 7년차 이후)별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또는 증권회사별로 다
른 경영성과의 차이가 CEO의 재임기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증권회사 자
체의 효과로 인한 경영성과를 CEO의 재임기간에 따른 경영성과로 평가하
는 추정 상의 편의를 생성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의를 제어하고자
모형 (2)에서는 증권회사별 수익구조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탁
매매 비중, 투자은행 비중, 상품판매/자산관리 비중 변수를 포함하였고, 모형
(3)에서는 이들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중기[장기]재임 1~3년차’는 종속변수인 경영성과가 중기[장기]재임한
CEO가 재임 1~3년차에 나타난 것이라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이면
0이 되는 더미변수이다. 마찬가지로 ‘중기[장기]재임 4~6년차’ 또는 ‘장기
재임 7년차 이후’는 종속변수인 경영성과가 중기[장기]재임한 CEO 또는
장기재임한 CEO가 각각 해당되는 재임연차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이면 0이 되는 더미변수이다.
<표 Ⅲ-3>은 조정 ROA(패널 (a))와 조정 ROE(패널 (b))로 측정된 경영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조정 ROA에 대한 추정과 조정
ROE에 대한 추정은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단기ㆍ중기ㆍ장기재임 CEO의
재임시기별 경영성과의 특성에 대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의 하나인 장기재임 CEO의 재임연차별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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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장기재임 1~3년차, 4~6년차, 7년차 이후)의 추정계수는 모든 모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ROA의
경우, 모형 (1)에서 장기재임 CEO의 재임 1~3년차의 추정계수는 0.818%,
재임 4~6년차 및 7년차 이후의 추정계수는 1.040%와 1.850%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재임 CEO의 재임 1~3년차 조정 ROA에 대비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장기재임 CEO의 7년차 이후의 조정 ROA는 단기재임 CEO의
재임 1~3년차의 조정 ROA보다 평균적으로 1.850%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정 ROE에 대한 분석에서도 거의 모든 계수가 1~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중기재임 CEO에 대
한 모든 재임연차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에 상관없이 CEO 재임기간별 경영성과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앞에서 서술한 단변량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
으로 장기재임 CEO 그룹은 재임 초기부터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이러한
성과는 재임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재임 CEO가 여타의 CEO보다 우수한 경영역량을 가진 CEO였을 가
능성이 충분하고 그들의 경영역량 외에도 장기재임의 기회로 인하여 여타의
CEO보다 우수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조정 ROA의 경우, 재임기간 외 CEO의 특성 변수 중에서 연령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발탁경로를 나타내는 변수(내부승진) 및 출신배경을 나타내는 변수
(증권출신)에 대한 추정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정 ROE의 경우
CEO의 연령, 내부승진, 증권출신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요약하면 CEO의 연령이 많을수록 단기 경
영성과가 다소 높아졌으나 CEO가 증권출신인지의 여부나 내부승진인지의
여부는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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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과
조정 ROA / 조정 ROE 회귀분석
(a) 조정 ROA
모형 (1)
**

모형 (2)
0.042
(1.810)

*

모형 (3)
0.082*
(1.814)

연령

0.053
(2.172)

내부승진

0.191
(0.946)

0.206
(1.076)

-0.361
(-1.030)

증권출신

-0.197
(-0.839)

-0.364
(-1.596)

0.009
(0.026)

log(자기자본)

0.007
(0.074)

위탁매매 비중

-0.007
(-0.609)

투자은행 비중

0.029**
(2.422)

상품판매/자산관리 비중

0.006
(0.628)

중기재임 1~3년차

0.386
(1.555)

0.357
(1.566)

0.195
(0.605)

장기재임 1~3년차

0.818*
(1.804)

0.780*
(1.730)

1.159*
(1.845)

중기재임 4~6년차

0.431
(1.586)

0.318
(1.310)

0.014
(0.041)

장기재임 4~6년차

1.040***
(2.854)

0.856**
(2.349)

1.241*
(1.973)

장기재임 7년차 이후

1.850***
(5.519)

1.606***
(4.454)

1.648***
(2.942)

상수항

-3.245**
(-2.459)

-2.591
(-1.647)

고정효과
표본수
2

R

-4.554*
(-1.927)
포함

397

397

397

0.092

0.201

0.070

주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t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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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정 ROE

연령
내부승진
증권출신

모형 (1)
0.029
(0.410)
-0.369
(-0.490)
-0.479
(-0.595)

1.232
(1.525)
3.648**
(2.133)
1.299
(1.329)
5.085***
(3.065)
4.734***
(4.017)
-2.101
(-0.520)

모형 (2)
-0.058
(-0.887)
-0.505
(-0.739)
-0.969
(-1.372)
1.242***
(4.139)
-0.009
(-0.256)
0.113***
(3.662)
0.032
(1.217)
0.895
(1.289)
3.639**
(2.106)
0.776
(0.905)
4.562***
(2.809)
3.740***
(3.407)
-3.274
(-0.707)

397
0.065

397
0.213

log(자기자본)
위탁매매 비중
투자은행 비중
상품판매/자산관리 비중
중기재임 1~3년차
장기재임 1~3년차
중기재임 4~6년차
장기재임 4~6년차
장기재임 7년차 이후
상수항
고정효과
표본수
R2
주

모형 (3)
0.193
(1.325)
-2.137
(-1.642)
1.753
(1.275)

1.205
(1.020)
3.699*
(1.995)
0.499
(0.384)
5.275**
(2.527)
4.386***
(2.720)
-11.628
(-1.456)
포함
397
0.075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t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증권회사의 특성 변수 중 자기자본의 추정계수는 종속변수가 조정
ROE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투자은행 비중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은
갖는 반면, 위탁매매 비중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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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이 컸던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낮았고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이 컸던 증권회사들의 수익성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는 경영성과의 지표로서 조정 RET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정 ROA 및 조정 ROE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장기재
임 CEO의 재임 1~3년차와 재임 4~6년차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형
(3)에서 재임 1~3년차의 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가졌지만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장기재임 CEO의 재임 7년차 이후 변
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든 모형에 대해 약 15%로 매우 큰 수치로 나타났
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장기재임 CEO의 재임연차가
경과할수록 조정 RET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재임 CEO의
조정 RET 분석은 비록 단기 경영성과인 조정 ROA나 조정 ROE에 비해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기재임 CEO의 경우, 재임 1~3년차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7~8%로
크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재임 4~6년차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1~2%로 크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그리고 장기재임
CEO와 달리 중기재임 CEO는 재임연차가 경과하면서 조정 RET가 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리하면, 조정 ROA나 조정 ROE와 달리 재임 1~3년차에서는 장기재임
CEO 여부에 따라 조정 RET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기
재임 CEO의 성과가 약간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 RET는
장기재임 CEO에 대해서만 재임연차가 경과하면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7
년차 이후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장기재임 CEO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
가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데는 ROA나 ROE와 같은 단기실적에 반영되
는 것 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며, 이후 재임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단기 및
중기재임 CEO와의 차별화가 점차로 명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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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국내 증권회사 전문 CEO 재임기간과
조정 RET 회귀분석
연령
내부승진
증권출신

모형 (1)
-0.048
(-0.112)
-6.637*
(-1.655)
1.772
(0.380)

log(자기자본)
위탁매매 비중
투자은행 비중
상품판매/자산관리 비중
중기재임 1~3년차
장기재임 1~3년차
중기재임 4~6년차
장기재임 4~6년차
장기재임 7년차 이후
상수항
고정효과
표본수
R2
주

7.309*
(1.706)
2.676
(0.372)
1.934
(0.401)
10.869
(1.346)
16.442**
(2.591)
5.584
(0.241)
285
0.043

모형 (2)
-0.052
(-0.112)
-6.112
(-1.504)
1.052
(0.218)
-1.919
(-0.899)
-0.018
(-0.058)
0.079
(0.228)
0.015
(0.059)
7.682*
(1.871)
1.318
(0.182)
1.768
(0.368)
8.998
(1.115)
15.097**
(2.311)
14.638
(0.410)
285
0.052

모형 (3)
0.371
(0.553)
-15.341***
(-2.929)
7.111
(1.328)

8.687
(1.427)
-1.025
(-0.123)
1.708
(0.267)
8.063
(1.129)
15.589***
(2.303)
-15.375
(-0.442)
포함
285
0.066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t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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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O 교체와 경영성과에 관한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 증권업의 CEO의 경영역량과 노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영성과와 CEO 교체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CEO 교
체가 CEO의 경영역량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규율로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경영성과에 따른 CEO 연임과 교체는 CEO의 경영성과
유인을 높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로 작동하는 기제가 됨을 의미한
다. 이 외에도 CEO 교체와 경영성과에 관한 분석은 앞서 제시한 장기재임
CEO의 우월한 경영성과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고 증권회사 소유지배구조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장기재임 CEO들은 재임초기에 비해 재임중기 이후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 이는 장기재임 자체가 CEO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경영역량이 뛰어난 CEO를 연임시키고 그렇지 않은
CEO를 교체시킨 결과일 수 있다. 즉 장기재임 CEO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경영역량이 탁월한 CEO만을 연임시키는 교체과정에 따른 생존편의
(survivorship bias)의 결과일 수 있다. 만약 CEO의 교체가 경영성과와
관련이 크다면 장기재임 CEO의 재임중반 이후 우수한 경영성과는 장기재임
자체의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교체과정의 효율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CEO의 교체는 이사회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Ⅱ장에서 그룹소속 증권회사의 지배
주주는 규모가 매우 큰 은행, 보험회사 또는 여타 비금융 기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경영
역량 외의 그룹 차원의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CEO의 교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즉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독립 증권회사에 비해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독립 증권회사와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증권회사의 유형을 구분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증권
회사 소유지배구조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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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EO 교체와 경영성과: 단변량분석

본 소절에서는 교체된 CEO와 연임된 CEO의 장ㆍ단기 경영성과를
단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한다. 또한 CEO의 재임연차와 증권회사의 유형에
따라 CEO 교체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의한다.
경영성과 지표는 앞 절의 분석에서와 같이 동일연도 CEO들에 대한 경영
성과(ROA, ROE, RET) 중위값을 차감한 조정 ROA, 조정 ROE, 조정
RET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 지표는 특정연도의 시장수요나 경
쟁 여건의 변화에 의해 증권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영
성과를 배제함으로써 회계연도가 다른 CEO 간에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증권회사는 통상 1년에서 3년 사이의 임기로 CEO와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 상의 임기를 마친 CEO를 연임시킬지 또는 교체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시적인 계약
기간이 있지 않거나 임기 중으로 판단되는 기간에도 CEO가 교체되는 사
례가 적지 않았다. 즉 매년 경영성과나 여타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CEO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기 내 기간이더라도 교체되지 않고 재임 중인 모든 CEO에 대해 ‘연임
CEO’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연임 CEO는 계약기간 상의 임기를 마치고
재계약된 경우와 함께 계약기간 상의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 차기년도에
재임하는 CEO 모두를 의미한다. 분석 자료에서는 특정 CEO가 전년도와
당해년도 모두 경영성과를 가지는 경우 연임 CEO로 보는 반면, 교체
CEO는 전년도의 경영성과만을 가지는 경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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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CEO 교체와 경영성과: 전체 증권회사
(단위: %)
구 분

연임 CEO
평균

교체 CEO

표본수

평균

표본수

차이

p-value

조정 ROA
1~3년차

-0.027

209

-0.490

63

0.463

0.1048

4~6년차

0.467

60

0.056

29

0.412

0.3287

7년차 이후

1.776

28

0.687

8

1.089

0.1535

전체기간

0.243

297

-0.237

100

0.481

0.0378**

조정 ROE
1~3년차

0.202

209

-1.430

63

1.632

0.0888*

4~6년차

2.966

60

-0.458

29

3.424

0.0516*

7년차 이후

4.256

28

0.902

8

3.354

0.1489

전체기간

1.142

297

-0.961

100

2.104

0.0088***

조정 RET
1~3년차

3.607

140

3.551

43

0.056

0.9906

4~6년차

9.281

49

-1.513

19

10.794

0.2543

12.962

27

25.349

7

-12.388

0.3818

6.064

216

4.368

69

1.696

0.6840

7년차 이후
전체기간
주

: p-value가 0.10보다 작으면 10% 수준에서 유의(*), 0.05보다 작으면 5% 수
준에서 유의(**), 0.01보다 작으면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Ⅲ-5>는 CEO가 재임한 전체 기간 뿐 아니라 재임 시기별로 교체
CEO와 연임 CEO의 직전년도 경영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재임 시기는
1~3년차, 4~6년차, 7년차 이후의 재임연차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재임
1~3년차 연임 CEO의 경영성과는 1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에 연임된
CEO들의 해당년도 경영성과를 평균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CEO가 2004
년 5월에 선임되어 2007년 6월에 교체된 경우, 2005년과 2006년 3월말
경영성과는 재임 1년차와 2년차에 연임된 CEO의 경영성과로, 2007년 3
월말 경영성과는 재임 3년차에 교체된 CEO의 경영성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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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정 ROA 또는 조정 ROE가
낮았던 CEO들이 교체되었다. 연임 CEO의 조정 ROA와 조정 ROE는 교체
CEO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연임 CEO의 조정
ROA와 조정 ROE는 교체 CEO보다 평균 0.481%p와 2.104%p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이었다.
재임 시기별 분석 결과에서도 연임 CEO의 조정 ROA와 조정 ROE가
교체 CEO보다 높았다. 다만,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았다. 재임연차가 1~3년차에서 4~6년차, 그리고 7년차 이후
의 시기로 올라갈수록 연임 CEO 뿐 아니라 교체 CEO의 단기 경영성과의
지표값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CEO를 교체하는 단기 경영성과의
기준이 재임 초기에 비해 재임 중반 이후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 경영성과의 지표인 조정 RET의 경우, 연임 CEO가 평균적으로 교체
CEO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보이지 않았
다. 재임 시기별 분석결과를 보면, 조정 RET가 재임 1~3년차와 재임 7년
차 이후의 시기에서는 CEO 교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이나 재임 4~6년차에서는 CEO 교체 결정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단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증권회사가 CEO 교체를 결정할
당시 장기보다는 단기 경영성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재임 시기에 따라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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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CEO 교체와 경영성과: 독립 vs 그룹소속 증권회사
(단위: %)
구 분

연임 CEO
평균

교체 CEO

표본수

평균

표본수

차이

p-value

조정 ROA
독립
증권회사
그룹소속
증권회사

1.103

107

-0.348

24

1.381

0.0088***

-0.202

190

-0.202

76

0.001

0.9976

조정 ROE
독립
증권회사
그룹소속
증권회사

4.123

107

-1.206

24

5.329

0.0049***

-0.536

190

-0.884

76

0.348

0.6531

조정 RET
독립
증권회사
그룹소속
증권회사
주

13.979

92

-2.411

22

16.390

0.0341**

0.190

124

7.541

47

-7.351

0.1218

: p-value가 0.10보다 작으면 10% 수준에서 유의(*), 0.05보다 작으면 5% 수
준에서 유의(**), 0.01보다 작으면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경영성과뿐 아니라 그룹차원의 여러 요인을 고려
하여 CEO를 교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이유로 CEO 교체와 경
영성과 간의 관계가 독립 증권회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
여, 독립 증권회사와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구분하고 연임 CEO와 교체
CEO의 직전년도 경영성과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표 Ⅲ-6>에서 알 수 있듯이, 연임 CEO와 교체 CEO 간 단기 경영성
과의 차이가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독립 증권회사에서 컸다. 연임 CEO와
교체 CEO 간 조정 ROA(조정 ROE)의 차이는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1.381%p(5.329%p)였고 그룹소속 증권회사의 경우 0.001%p(0.348%p)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조정 ROA와 조정 ROE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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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임 CEO와 교체 CEO 간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적이었다. 독립 증권회사와는 대조적으로, 그룹소속 증권회사의 경우
교체 CEO의 단기 경영성과가 연임 CEO보다 크게 낮지 않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연임 CEO의 조정 RET가 평균적으로 교체 CEO의
조정 RET보다 크게 높았다. 연임 CEO의 조정 RET는 평균 13.979%였고
교체 CEO의 조정 RET는 –2.411%로 둘 간의 차이는 16.39%p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반면 그룹소속 증권회사의 경우, 교체 CEO의 조정
RET가 연임 CEO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연임 CEO와
교체 CEO의 조정 RET가 각각 0.19%와 7.541%로, 교체 CEO의 조정
RET가 연임 CEO보다 7.351%p 더 높았다.
정리하면,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CEO 교체를 결정할 당시 독립 증권회
사보다 조정 ROA, 조정 ROE 또는 조정 RET 외의 다른 요인을 좀 더 고
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립 증권회사는 CEO 교체 결정과정에
서 단기와 장기 경영성과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여준 CEO를 연임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CEO 교체와 경영성과: 로짓(Logit) 분석

본 소절에서는 로짓모형20)을 이용하여 경영성과 지표가 CEO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증권회사의 유형(독립 vs
그룹소속 증권회사)과 재임 시기별로 경영성과 지표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검토한다.
설명변수로는 경영성과 지표, 증권회사의 유형과 경영성과 지표의 교차
항, 연령(age), 발탁경로(‘내부승진’), 출신배경(‘증권출신’) 등 CEO의 특성
20) 로짓 모형은 CEO의 경영성과, 특성 등의 변수( )가 주어졌을 때 CEO 교체( )의 조건부
확률이   Pr      ′  exp      exp     으로 정
의된 모형이다. 여기서,  ′ 는 로지스틱분포의 누적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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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CEO의 경영성과 지표로는 앞서와 같이 직전년
도 조정 ROA(또는 조정 ROE)와 조정 RET를 사용한다. 또한 직전년도
증권회사 CEO들에 대한 ROA(또는 ROE)와 RET에 대한 중위값으로 구
한 증권업 ROA(또는 증권업 ROE)와 증권업 RET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증권업 전체적인 경영성과 지표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
한다. 종속변수는 CEO 교체 시에 1, CEO 연임 시에는 0인 더미변수를
사용한다.
본 소절의 로짓 분석은 경영성과 지표로 조정 ROA(또는 조정 ROE)와
조정 RET를 모두 가지는 상장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분석대상
증권회사 CEO의 회계연도별 경영성과에 대한 표본 수 471개 중 상장 증권
회사 CEO에 대한 표본 수가 346개였고, 중대형 증권회사 상당수가 상장
증권회사로 증권업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비
상장 증권회사 또는 전체 분석대상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조정 ROA와 조정
ROE만을 포함하여 실시한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는 상장 증권회사만을 대
상으로 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고 양적으로도 매우 유사하였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따로 보고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표 Ⅲ-7>은 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로서 경영성과 또는 특성변수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성과 지표로 조정 ROA와
증권업 ROA만을 포함한 모형 (1)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조정 ROA는
CEO 교체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증권업 ROA의 경우
CEO 교체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 경영성과 지표를 조정 ROA와 증권업
ROA 대신 조정 ROE와 증권업 ROE로 대체한 모형 (2)에서도 모형 (1)과
같이 조정 ROE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계수 추정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조정 ROA와 조정 ROE에 대한 분석 결과는 조정 RET와 증권업 RET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 (4)와 모형 (5)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비상장 증권회사와 전체 분석대상 증권회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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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CEO 교체결정에 대한 로짓 분석

연령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0.078**
(2.303)

0.070**
(2.173)

0.066**
(2.056)

0.078**
(2.380)

0.069**
(2.137)

내부승진

-0.484
(-1.630)

-0.549*
(-1.837)

-0.547*
(-1.855)

-0.433
(-1.465)

-0.544*
(-1.831)

증권 출신

-0.129
(-0.397)

-0.132
(-0.407)

-0.133
(-0.404)

-0.090
(-0.273)

-0.132
(-0.405)

조정 ROA

-0.162**
(-2.085)

-0.170**
(-2.073)

0.017
(0.164)

0.235
(1.126)

증권업 ROA

조정 ROE

-0.040*
(-1.864)

-0.041*
(-1.772)

증권업 ROE

-0.015
(-0.383)

-0.013
(-0.212)

조정 RET

-0.002
(-0.501)

-0.001
(-0.111)

-0.001
(-0.127)

증권업 RET

-0.001
(-0.325)

-0.009
(-1.169)

-0.000
(-0.050)

-4.320**
(-2.472)

-5.436***
(-2.922)

-4.444**
(-2.591)

상수항

표본 수
주

-5.072***
(-2.737)
285

-4.438**
(-2.578)
285

285

285

285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Z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경영성과 지표로 조정 RET와 증권업 RET만을 포함한 모형 (3)의 분
석 결과, 조정 RET와 증권업 RET 모두 CEO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지표로 조정 ROA와 증권업 ROA, 또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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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와 증권업 ROE를 추가한 모형 (4)와 모형 (5)에서도 조정 RET와
증권업 RET 모두 CEO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 경영성과의 지표인 ROA나 ROE가 CEO
교체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장기 경영성과의 지표인 RET는 CEO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CEO의 특성변수가 CEO 교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
(1)~(5)에서 공통적으로 CEO의 연령이 높을수록 CEO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부승진인 경우 CEO가 교체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왔다. 그러나 CEO가 증권출신인지 여부에 따라 CEO 교체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표 Ⅲ-8>은 독립 증권회사와 그룹소속 증권회사로 구분하여 증권회
사의 소유구조에 따라 경영성과 지표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 증권회사이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독립 증권회사’ 더미변수를 정의하고, ‘독립
증권회사’ 더미변수와 경영성과 지표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교차항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의 소유구조에 따라 경영성
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검정한다. 모형 (6)은 조정
ROA와 증권업 ROA, 조정 RET와 증권업 RET를 경영성과의 지표로 포
함한 분석이며, 모형 (7)은 모형 (6)에서의 조정 ROA와 증권업 ROA 대신
조정 ROE와 증권업 ROE를 단기 경영성과 지표로 이용한 분석이다.
모형 (6)의 분석 결과, ‘독립 증권회사×조정 RET’에 대해 추정된 계수
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조정 RET’에 대해 추정된
계수는 그룹소속 증권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로 양(+)의 값을 보였지만 유
의적이지는 않았다. 독립 증권회사는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조정 RET를
유의적으로 고려하여 CEO 교체를 결정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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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증권회사 유형별 CEO 교체결정에 대한 로짓 분석

연령

모형 (6)

모형 (7)

0.079**
(2.272)

0.062*
(1.887)

내부승진

-0.496
(-1.525)

-0.552*
(-1.687)

증권 출신

-0.106
(-0.289)

-0.147
(-0.419)

조정 ROA

-0.060
(-0.468)

증권업 ROA

0.220
(1.009)

조정 ROE

-0.020
(-0.643)

증권업 ROE

-0.021
(-0.315)

조정 RET
증권업 RET
독립 증권회사
독립 증권회사×조정 ROA

0.009
(1.460)

0.010
(1.618)

-0.008
(-1.090)

-0.000
(-0.078)

0.019
(0.054)

-0.028
(-0.079)

-0.292
(-1.579)
-0.066
(-0.975)

독립 증권회사×조정 ROE
독립 증권회사×조정 RET

-0.035***
(-2.619)

-0.032**
(-2.259)

상수항

-5.374***
(-2.761)

-3.957**
(-2.230)

표본 수
주

285

285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Z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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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표 Ⅲ-7>의 상장 증권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 (3)~(5)의
분석에서는 조정 RET가 CEO 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조정
RET’에 대한 양(+)의 추정된 계수와 '독립 증권회사×조정 RET'에 대한
음(-)의 추정된 계수가 결합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증권업
전반적으로 볼 때 장기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것
으로 나왔으나, 증권회사의 유형을 구분해서 보면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장기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모형 (6)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지만 ‘독립
증권회사×조정 ROA’의 경우 음(-)의 추정된 계수를 보였다. 그룹소속 증
권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인 ‘조정 ROA’에 대한 추정된 계수도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으나 음(-)의 값을 보였다. 다만 ‘독립 증권회사×조정 ROA’에
대한 추정 계수치(-0.292)가 절대값에서 ‘조정 ROA’에 대한 추정 계수치
(-0.06)보다 컸다. 독립 증권회사는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CEO 교체 시에
조정 ROA를 더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조정 ROA
대신 조정 ROE를 사용한 모형 (7)에서도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독립 증권회사는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CEO 교체
결정에서 장기와 단기 경영성과 지표 모두를 더 고려하였던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이유로는 그룹소속 증권회사는 CEO 교체 결정에서 경영성과
지표 외 그룹차원의 추가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9>는 재임 시기별로 구분하여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8)과 (9)는 재임연차가 3년
이하인 CEO의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모형 (10)과 (11)은 재임연차가 3년을 초과한 CEO의 표
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임기간이 6년이었던 CEO를
예로 들면, 재임 36개월차까지(이후 ‘재임 3년차 이전’이라 한다) 자료에
대해서는 모형 (8)과 (9)의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재임 37개월차 이후(이후
‘재임 3년차 이후’라고 한다) 자료에 대해서는 모형 (10)과 (11)의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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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재임기간별 CEO 교체결정에 대한 로짓 분석
모형 (8)

모형 (9)

재임 3년차 이전

모형 (10)

모형 (11)

재임 3년차 이후
0.125***
(2.610)

0.120**
(2.382)

0.043
(0.850)

0.051
(1.041)

내부승진

-0.191
(-0.500)

-0.241
(-0.604)

-1.027*
(-1.882)

-1.227*
(-1.950)

증권 출신

0.268
(0.589)

0.197
(0.392)

-1.007*
(-1.878)

-1.104**
(-2.069)

조정 ROA

-0.173
(-1.505)

-0.061
(-0.345)

-0.200*
(-1.759)

-0.038
(-0.211)

증권업 ROA

-0.013
(-0.047)

-0.080
(-0.280)

0.635*
(1.895)

조정 RET

-0.001
(-0.173)

-0.007
(-0.128)

-0.003
(-0.463)

0.012
(1.141)

증권업 RET

-0.003
(-0.294)

-0.001
(-0.128)

-0.017
(-1.345)

-0.018
(-1.549)

연령

0.733**
(2.161)

독립 증권회사

-0.078
(-0.157)

0.082
(0.135)

독립 증권회사
×조정 ROA

-0.371
(-1.541)

-0.238
(-0.839)

독립 증권회사
×조정 RET

-0.035**
(-2.229)

-0.048**
(-2.200)

상수항

표본 수
주

-3.743
(-1.335)

-3.970
(-1.474)

173

173

-7.305***
(-2.864)
112

-6.999**
(-2.497)
112

: 괄호 안 수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한 Z 통계량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재임 3년차 이전 CEO에 대한 모형 (8)의 분석 결과, 조정 ROA와 조정
RET에 대한 추정 계수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추정 계수치들을 재임 3년차 이후 CEO에 대한 모형 (10)에
서의 조정 ROA와 조정 RET에 대한 추정 계수치들과 비교해보면 절대값
에서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즉 증권업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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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ROA와 조정 RET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은 재임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모형 (9)와 (11)에서 ‘독립 증권회사×조정 ROA’와 ‘독립 증권회사×
조정 RET’에 대한 추정 계수치는 두 재임 시기(재임 3년차 이전과 이후)
모두 음(-)의 값을 보였고 그 중 ‘독립 증권회사×조정 RET’의 추정 계수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또한 그룹소속 증권회사에 대한 분석인
모형 (9)와 (11)에서 조정 ROA와 조정 RET에 대한 추정 계수치는 재임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독립 증권회사
와 그룹소속 증권회사 모두 재임 3년차 이전의 CEO 교체 결정 시 장ㆍ
단기 경영성과를 고려한 정도나 3년차 이후의 CEO에 대해 장ㆍ단기 경영
성과를 고려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증권회사 CEO의 경영성과가 재임기간에 따라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임 1~3년차의 시기에 장기
재임 CEO들의 조정 ROA와 조정 ROE가 중기 및 단기재임 CEO들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4~6년차의
시기에서도 장기재임 CEO들의 조정 ROA와 조정 ROE, 조정 RET 모두
중기재임 CEO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이는 장기재임 CEO가 우수한
경영역량을 가진 CEO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CEO에 대한 효과적인
선임결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또한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분석 결과로, 장기재임 CEO는 재임
1~3년차보다는 4~6년차에, 4~6년차보다는 7년차 이후에 더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재임 CEO의 경영성과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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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가 CEO 교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경영역량이 뛰어난 CEO들이 살아남은 생존편의의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재임 CEO가 재임연차가 경과하면서 더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는
사실 자체는 경영역량이 뛰어난 CEO의 생존편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
기재임 기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CEO는 장
기로 재임함으로써 자신이 경영하는 증권회사의 직원과 문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일관적이면서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분석대상 증권회사 전체에 대해 CEO 교체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단기 경영성과가 CEO 교체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장기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다. 다만, 증권회사의 소유구조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는 독립 증권회사는 CEO 교체 결정에서 단기
경영성과를 그룹소속 증권회사보다 더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영성
과도 유의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독립 증권회사는 장·단기 경
영성과를 유의적으로 고려하여 CEO의 교체를 결정한 반면 그룹소속 증권
회사는 경영성과 외에도 그룹 차원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CEO 교체과정이 CEO의 경영역량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규율로서 작용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
막으로 CEO에 대한 교체 결정 시 경영성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재임 3년차
이전과 3년 이후로 구분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증권업은 최근 심화된 경쟁 환경에서 수익 개선을 위해 많은 변
화를 꾀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은 주요 수익원인 위탁매매 부문에서 수익
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파생결합증권 등으
로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대형 증권회사들은 초대형 투자은행
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고 중소형 증권회사들도 특화된 영역에서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자 나름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발굴하고 추진할 CEO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CEO의 짧은 재임기간이 증권회사들의 경
쟁력 제고를 어렵게 만든다는 업계의 오래된 우려와 함께 최근 증권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CEO의 중추적 역할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CEO의 선임과
교체,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증권업계
에는 전문 CEO의 ‘2년 또는 3년 재임’이라는 틀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임기간은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증권회사 CEO들의
재임기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았다. 다만, ‘2년 또는 3년 임기’의 단기재임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6년을 초과한 장기재임 CEO도
적지 않았다. 둘째, 장기재임 CEO는 자본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증권
출신이거나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내부승진 CEO들이었다. 셋째, 장기재임
CEO의 경영성과는 여타의 재임기간을 가졌던 CEO보다 전반적으로 우수
하였을 뿐 아니라 재임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
였다. 그 원인은 장기재임 CEO의 경우 교체과정에서 생존편의의 결과로
살아남은 탁월한 CEO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장기재임의 기회를 통해 자
신의 우수한 경영역량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증권회사 전반적으로 단기 경영성과가 CEO 교체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장기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았다. 다섯째, 독립 증권회
사는 장․단기 경영성과를 유의적으로 고려하여 CEO의 교체를 결정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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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소속 증권회사는 경영성과 외에도 그룹 차원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독립 증권회사의 경우, CEO 교체과정이 CEO의 경
영역량과 노력을 이끌어내는 규율로서 작용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CEO에 대한 교체 결정 시 경영성과를 고려하는 정도는
재임 3년차 이전과 3년 이후로 구분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CEO의 선임과 교체, 재임기간에 대한 증권회사의
정책에 따라 경영성과가 개선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증권회사들이 CEO가 기업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CEO의 선임과 교체와 관련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관련하여, CEO의 선임과 교체, 재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2년 또는 3년 임기’라는 경직적인 틀이 갖는 문제점이다. 현재
상당수의 증권회사 CEO들은 단기 임기로 인해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경
영전략에 반영하거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CEO 자리를 떠나
야 하고 후임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증권회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네트워크 등 장기적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의 부재는 CEO의 짧은 재임기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증권회
사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고유한 역량구축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이 추진될 때 가능하기에, 증권회사들은 2년 또는 3년마다 CEO를
교체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재임 CEO는 여타의 재임기간을 가졌던 CEO보다 우수한 경영성
과를 보였으며 재임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경영성과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장기재임 CEO의 우수한 경영성과는 경영 역량이 뛰어난 CEO를 선임한
것과 이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신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만약 자사의
경영비전과 방침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CEO 후보를 발굴ㆍ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CEO를 선임한다면, 이사회 및 지배주주는 깊은 신뢰를 가지
고 CEO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CEO가 장기적으로 재임할 수 있다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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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증권회사의 직원과 문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
할 수 있고 일관적이면서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CEO의 선임과정은 장기재임할 수 있는 CEO를 발굴하고 이들이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CEO가 선임된 직후 2~3년 기간의 경영성과는 전임 CEO의 경영활동
이나 조직체계 등 CEO가 물려받은 경영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전략이 시장에서 평가받기까지는 시간이 걸
린다. 이러한 이유로 CEO가 선임된 후 2년 또는 3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CEO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시에 CEO의 경영역량과 그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규율 메커니즘으로서
CEO 교체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즉 증권회사들은 CEO 재임 초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되, 그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따른 CEO 교체 정책
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CEO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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