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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의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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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f
textile firm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any innovativeness on these rela-
tionships. Data collected from 167 textile firms through survey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mul-
tiple causal modeling using AMOS 6.0. In results, the higher innovativeness, the stronger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Also, the lower innovativeness, the stronger effect of learning orientation on business per-
formance. Study results may suggest the needs of different focus of organization culture according to company char-
acteristics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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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사업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업계의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러한 노력들은 대체로 자본력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들은 매

출액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자사의 방향성

강화와 효율적인 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긍

정적인 기업문화가 즉각적인 매출상승을 이루어내지는 못할지

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원들과 경영진이 기업의 비전과 방

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독

려하고, 기업이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서 기초로 활용되는 방향

성을 설정하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사업전략들이

있지만 이런 사업전략들을 발전시키는 토대는 기업의 문화요소

이다.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대로 21세기는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이양되며 기업의 경쟁력 도출 원천은 기존 산

업중심사회에서처럼 자본이 아니라 “지식”이다(Toffler, 1991).

즉, 지식에 기반한 고객가치창출 능력이 기업의 성과를 끌어내

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경영 중심의

기업문화와 사업성과간의 밀접한 상관성은 폭넓게 지지되어 왔

다(박민생, 2000; 이학종, 1997; Bierly·Chakrabarti, 1996). 하

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조직의 구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여 지식경영기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봉현 외, 2006).

섬유업계처럼 3D업종으로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85% 이상

을 차지하는 경우 즉각적인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기에 지식경영

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업전략 도출과 시장반응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섬유기업들은 일부 바이어와 경쟁사를 통한 단면적인

정보수집에만 의존하고(산업연구원, 2007), 개별적인 실무자들

사이의 지식창출, 지식축적, 지식공유, 지식활용의 문화를 발달

시키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의 창조, 공유, 활

용에 기반한 지식경영이 기업 경쟁력 확보와 방향성 설정의 중

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최병구, 2007) 섬유

및 의류산업에 집중한 연구가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은 다시금

되새겨 볼 만하다.

지식경영은 학습지향적 조직문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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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 학습문화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원천을 통해 발굴된 아이

디어에 대한 개방적, 적극적 수용태도를 갖는 기업문화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또한 이러한 학습 목표와 대상이 시

장이며 고객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시장지향성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용규, 2001; 이학식 외, 1998; 조봉진 외, 2002;

Calantone et al., 2002; Deshpande, 1999; Diamantopolous·

Hart, 1993; Han et al., 1998; Slater·Narver, 1994)에서는 기

업에서 추구하는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 문화가 실질적인 상

대적 자산수익률, 매출성장률, 신제품 성공 등 사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들이 폭넓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

이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섬유업계의 현실

과 향후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지향성, 학

습지향성,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결과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최봉현 외(2006)도 이러한 대부분의 지식경영

과 사업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특정 업종이나 업체

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특정업종에 대해 파악하

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업종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기업 혁신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혁신을 추구하며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

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혁신성 수준이 시장지향성, 학습지향

성,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기업혁

신성, 사업성과 사이의 관계들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다시금 관련 이론과 추론을 바탕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봄으로서 21세기 지식중심 산

업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섬유산업에 보다 더 밀접하게 적용가

능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섬유업체들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두 집

단으로 나누어 혁신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업체 특성

의 차이를 알아보고, 특히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두 집단간 차이와 이에 관여하는 기

업 혁신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기존에 변인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기업혁신성 변인을 조절변수로서 사용

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산업시대에서 섬

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요소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업체 특성별로 지식경영의 어떠

한 요소들이 더 강조되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업체특성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시장지향성 및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기업혁신성의 조절변수의 역할을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섬유업체의 사업성과 결정요인으로서의 지식경영

기업문화가 좋을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된다는 인식은 많은 사

람들에 의해 공감되고 있다. 포춘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의 장기수익성은 일반적인 고성과 기업의 2-3배를 상회

한다고 밝혀졌다(김은환 외, 2007). 특히 Burt(1994)는 시장에

서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문화와 성과간 상관관계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15개 업종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화

와 성과간 상관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의류와 섬유산업 분야라

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나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기

업문화와 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섬유업체의 사업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정

보화 시스템 도입,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등 특정 전략이 사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왔다(신수연·조정아, 2007;

장세윤·이유리, 2006).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을 개발하는 기

초가 되는 기업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전략도출 기반

인 지식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지식경영문화는 다

른 기업문화 요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매출상승에 가시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의욕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키

고 동료의식을 높이며, 개별 조직원의 질적 향상을 지속시켜 장

기적으로는 전사차원의 더 높은 경쟁력을 추구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장에 기초한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을 기본

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지향성, 시장지향성 요소가 중점을 이

룬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섬유의류업체의 경우 지식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패션업체인 이랜드는 지식경영최고책임자(CKO)

를 두고 있으며, “지식자본가”를 사원 개인의 지향점으로 내세

울 만큼 사내 학습 조직인 EC(Excellent Center)를 만들어 이

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창조, 축적, 공유를 위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BSC연구회, 2006). 이랜드는 직원들에

게 300권의 필독서를 읽도록 하고 부서별 포상품은 도서상품

권으로 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직원의 70%가 업무

개선을 위해 지식을 개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지식기업으로서

의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경우도 지식정

보의 축적뿐만 아니라 사원간의 공유를 통한 지식순환으로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공유 시스템 “IZI”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이채윤, 2005).

이처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 문화가 고취되고

있으나 전 업계를 비추어 볼 때 이의 확산정도는 매우 미흡하

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실제로 우

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 지표 등을 통하여 섬유기업

의 지식경영 기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섬유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전종업

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전자 산업 대비 각각 1-4% 수

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력제품 자체개발건수는

다른 비교대상 12업종 중 3위를 차지하였으나 실제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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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대 효과는 12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산

업연구원, 2007),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축적 없이 개발

되는 전략이나 제품들이 성공적 결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2. 시장지향성과 사업성과와의 관계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이란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 욕

구에 대한 시장정보를 찾아내어, 이러한 정보를 각 부서들이 공

유하며 조직차원에서 이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Kohli·Jaworski, 1990, p. 6). 즉, 시장지향성은 정보의 창출,

부서간 정보공유, 정보에 대한 전사적 반응의 3 요소로 구성되

며, 이는 최고경영자의 강조 정도와 위험회피수준에 따라, 부서

간 역학관계인 갈등과 연계성에 따라, 조직시스템의 공식화, 집

중화, 부문화 또는 보상시스템의 구축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다(Jaworski·Kohli, 1993).

이러한 시장지향성은 조직 의사결정의 기초인(Shapiro, 1988)

조직철학(Slater·Narver, 1995)으로서, Naver & Slater (1990)

가 제시한 고객지향성, 즉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적고객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다

시 말해서, 시장지향성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요구에 경쟁자들보다 더 잘 대응하며 시장욕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예측하려는 기업의 전사적인 노력(이

용기 외, 1996)이며, 시장의 욕구와 이익 기회를 확인하고, 고

객 및 경쟁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모든 정보에

기업의 전 구성원이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경쟁자보다 고

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전 부서가 힘을

모으는 것(예종석·윤은락, 1996)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김용규, 2001; 이학식 외, 1998; 조봉진 외,

2002; Deshpande, 1999; Diamantopolous·Hart, 1993; Han et

al., 1998; Slater·Narver, 1994)은 시장지향성과 사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여 왔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된 반면(예종석·윤은락, 1996; 한주희, 2005), 해

외 기업대상 연구들에서는 연구변인, 연구대상 등에 따라 결과

에 차이를 보였다. Slater & Narver (1994)는 시장지향성이 사

업성과(상대적 자산수익률, 매출성장률, 신제품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시장지향성은 사업성과 세 변인 모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라 비일상용품 기업의 경우 시

장지향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상용품 기업의 경우

시장지향성 수준이 중간 이상의 경우에만 시장지향성이 수익성

(ROA, 상대적 자산수익률)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바 있다(Narver·Slater, 1990). Cadogan et al.(2003)의 연

구에서는 수출시장지향성 활동은 수출증가율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판매효율성 성과와 수출이익 성과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Jaworski &

Kohli(1993)의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은 경쟁자와 비교한 주관적

인 사업성과 성능지표와는 정적 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시장점

유율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대체적으로 시장지향성과 사

업성과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나 실증결과는

사용된 변인과 대상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2.3. 학습지향성, 시장지향성, 사업성과와의 관계

학습지향성(learning orientation)은 조직내에서의 새로운 지식

이나 관점의 개발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학습지향성은 조직문

화 안에서 가치와 믿음을 통해 조직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uber, 1991). 학습은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천

으로 학습지향성을 일종의 기업문화로 본다. 즉, 조직이 새로운

지식창조로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

장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기업문화

가 바로 학습지향성인 것이다(Hult et al., 2004).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간의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

의 다양한 추론이 있었다. Dickson(1996)은 시장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한 반면, Baker & Sinkula

(1999)는 학습을 시장지향성 보다 좀더 큰 개념으로 보면서, 학

습지향성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현명히 대응할 뿐 아니라 지속

적으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논제에 대응하는데 부여

되는 가치를 반영하는 조직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지향성

은 시장에 기초한 지식뿐만 아니라 더 전반적이고 넓은 범위에

서의 지식추구와 창출에 적극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시장지향성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초적인 운영철

학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다(Senge, 1990).

학습지향성과 사업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

구자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Calantone et al.(2002)은 학습지향

성과 사업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하였으며, Slater &

Narver(1995)는 학습지향성이 신상품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Slater & Narver(1995)는 시장지

향성과 학습지향성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특

히 시장지향성은 학습지향성과 함께 작용할 때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은 시장지향성(Jaworski·

Kohli, 1993; Narver·Slater, 1990)과 학습지향성(Sinkula,

1994; Slater·Narver, 1995)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

한 요소라고 하였다.

Baker & Sinkula(1999)는 학습지향성을 시장지향성 후방에서

질적 엔진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학습지

향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넓은 영역에서의 지식개발이 이루

어져 그 결과로 시장지향성 또한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이 두 개념이 다소 중첩되면서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

해서, 학습지향성은 조직이 신상품개발의 유일한 아이디어 제

공수단으로서 시장반응에만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쉽다고 할

수 있다(Baker·Sinkula, 1999). 또한 강한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은 학습지향성에 상관없이 신상품개발에 적극적일 수 있지

만, 시장지향성은 높되 학습지향성은 낮은 기업의 경우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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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근시안적인 시장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하기 쉬우며 고

객의 잠재요구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 고객을 대

상으로 라인확장 등을 하며 시장기회를 얻고자 할 것이다

(Slater·Narver, 1995).

2.4. 실증모형과 기업 혁신성의 조절변수 역할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 변인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은 본 연구를 위한 실증모델

의 기반이 된다. 한편 Hurley & Hult(1998)는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은 조직의 혁신적 문화의 선행요소가 된다고 지적하

면서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기업혁신성(company innova-

tiveness)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기업혁신성 개념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진행

되어 왔다. Zaltman et al.(1973)은 일찍이 혁신성을 혁신에 대

한 개방적인 특성, 즉 조직구성원들의 혁신도입에 대한 적극성

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은 혁신성을 새로운 프

로세스, 상품, 아이디어를 조직에 소개하는 기업의 능력으로 인

식하여 왔다(Damanpour, 1991; Hult et al., 2004). 혁신성은

일종의 기업문화로 특히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도입에 대한 개

방적 태도를 반영하며(Van de Ven, 1986), 혁신은 조직을 변

화시키는 수단으로 조직의 내외부에 영향을 미친다(Hult et al.,

2004). Hult et al.(2004)은 기업 혁신성을 통해서 업체 종사자

들은 사업상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과 성공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장지향성 및 학습지향성과 기업혁신성

요소와의 상호관련성은 인정하되 이러한 변수들간의 명확한 영

향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Menon &

Varadarajan(1992)은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는 정보공유와 사용을

활발히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혁신성과 시장지향성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Jaworski & Kohli(1996)는

시장지향성이 혁신적 행동을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나 기업의 내

재적 혁신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Hurley·

Hult, 1998). Hurley & Hult(1998)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들

을 제시하면서 조직의 학습지향성과 혁신 사이에 중첩되는 개

념이 많다고 주장했다. Hult et al.(2004)은 181개 업체들에 대

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시장지향성과 혁신성은 사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지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혁신성은 사업성과에 통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었지만(Dos Santos·Rfeffer,

1995),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혁신성 수준에 따라 성과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amanpour·Evan, 1990). 이와 관련

된 상세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기업의 다른 요소들과 관련

한 혁신성의 역할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Hult et al., 2004).

관련 연구들에서 일부 혁신성(예,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나타

나는 혁신성 등)은 업무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 시장에 직접적,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Han et al., 1998). 혁신성이 부족한 조직은 시장을 이

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하고 이렇게 얻은 지

식을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하였

다(Hult et al., 2004).

실제로 일부연구(Han et al., 1998; Hurley et al., 1998)를

제외하고는 시장지향성과 혁신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Hult et

al., 2004). 특히 Slater & Narver(1994)는 혁신성이 핵심적인

가치창조 능력으로서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관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았다. Hult et al.(2004)은 실증모델에서 시장지향

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기업혁신

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웠으나, 연구결과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업혁신성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인 독립변수로 나타난 반면, 학습지향성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eshpande et al.(1993) 역시

시장지향성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혁신성과 결합하여 사업성

과에 측정가능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rley & Hult(1998)의 개념을 따라 기업혁

신성을 혁신성과로 표현되는 결과적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혁

신을 추구하는 내재적 속성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기업혁신성

이 기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기업을 두 집단으로 구분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

여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기업혁신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조사방법 및 대상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의 기업혁신성의 역할에 관한 모형 검증을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설문법을 이용한 양적조사

를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섬유업체 종사자를 대

상으로 2006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였고, 1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167부의 설문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기업체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

며, 응답업체의 평균 연혁은 13.39년, 연매출은 151.39억원, 근

무인력 수는 91.18명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액은 1억원에서

4000억원까지, 근무인력 수는 2명에서 1200명까지 분포하여 다

양한 업체규모별 특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업체의 업종, 주 업무 및 주요 판

매지역은 복수응답으로 측정되었는데, 업종의 빈도를 살펴보면

수출업체(71업체)와 염색가공업체(60)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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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제직준비업체(21), 원사업체(13), 기타(8) 순으로 나타났

다. 주 업무는 수출(84), 내수(76), 임가공/하청(68) 업체가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고, 자사브랜드 제조(27), OEM생산(25) 순으

로 나타났다. 생산제품의 주요 판매지역은 국내가 101업체, 미

국 72업체, 유럽 70업체, 일본 53업체, 중동 41업체, 중국 35

업체, 기타 지역이 14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미주, 유럽을 중심

으로 수출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응답업체에 다수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내용타당성과 신

뢰도가 검정되었던 항목들이 번안되어 사용되었으며, 개발된 설

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는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기업혁신성,

사업성과 등 4가지였다. 첫째, 시장지향성 변수는 Kohli et al.

(1993)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 변인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장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노력

에 해당하는 “정보창출”, 회사내 정보공유 노력을 나타내는

“정보전파”, 고객과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 수용 적극성을 보

여주는 “정보반응”이 있다. 여기서는 정보창출에 관한 10문항

(예, “회사자체에서 시장조사를 많이한다”, “여러부서들이 독립

적으로 경쟁업체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전파에 관한 8문항

(예,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들을 주기적으로 회람

한다”, “시장의 동향과 개발에 대한 토의를 위해 부서간 회의

를 분기에 최소한 한번은 실시한다”), 정보에 대한 반응에 관

한 13문항(예, “세분화된 목표시장의 요구에 의한 신제품 개발

노력을 한다”, “신제품 개발노력이 고객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을 이용하였다. 각 항목은 6점 척도

로써 측정되었으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정보창출, 정보전

파 또는 정보에 대한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

를 나타내는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여 신뢰도계수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하고 정보창출은 10문항, 정보전파는 7문항, 정보

반응은 12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정보창출에 대한 신뢰도 계수

는 0.83, 정보전파는 0.75, 정보반응은 0.80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로서 정보창출, 정보전파, 정보반응은

각 복수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습지향성은 선행연구(Baker·Sinkula, 1999)에서 사용된 3

가지 항목(학습수행, 비전공유, 개방성)에 대한 문항을 번안하

여 각각 6문항씩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6점 척도로써 측정

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각 항목별 학습지향(예, “학습을 회사 유

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본다”, “기업문화에서는 사원교육을 최

우선 순위에 둔다”)로 0.79, 비전공유(예, “모든 직위, 기능 및

부서를 초월하여 조직의 비전에 대한 총체적 합의가 있다”, “직

원들은 자신들을 회사의 목표설정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한

다”) 0.83, 개방성(예, “우리 회사는 개방적 사고를 높게 평가

한다”, “경영자들은 사원들이 다각적으로 생각하기를 권장한

다”) 0.65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양호한 신뢰도 결과를 바탕으

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 잠재변인을

예측하는 측정변인으로 각 항목별로 측정문항 6-12문항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기업혁신성은 Hurley & Hult(1998)의 척도를 번안한 5문항

(예,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한다”, “연

구결과에 의한 기술혁신은 즉각적으로 도입된다”)을 사용하였

으며, 신뢰도는 0.61이었다. 사업성과에 관한 8문항(예, “귀사의

수익률 수준은”, “귀사의 매출성장률 수준은”)은 윤영진(2000)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경영성과에 대한 주

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섬유업체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평가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업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 계수는 0.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조모형분석에서 기업혁신성 측정변인과 사업성과는 각 측정문

항값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와 AMOS 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구조방정식 모형분석법이 사용되었다.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 중 기업혁신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혁신성

수준에 따라 응답업체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중집단인과모

형(multiple-group causal modeling) 분석을 실시한 후 경로계

수 차이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김계수, 2007, p. 441).

본 연구에서 혁신성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는 기업혁신성이 6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그 중심값이 3.50이다. 이 중심값 보

다 더 큰 평균값을 가지는 업체를 기업혁신성이 높은 집단

(N=67), 이보다 더 낮은 평균값을 가지는 업체를 기업혁신성이

낮은 집단(N=84)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집단모형분석

을 통한 조절효과 판단을 위한 절차는 김계수(2007)의 방법에

따라 먼저 전체 집단의 모형적합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각각

개별집단의 모형분석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마지

막으로 각 집단별 par 변수 사이의 값을 비교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혁신성 집단별 특성

혁신성 집단별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에 제시되었다. 고혁신 집단은 저혁신 집단에 비해 매출액과 근

무인력 수 면에서 더 높아 섬유업체의 경우 더 큰 규모의 업

체가 더 높은 혁신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

인 매출을 올리고 근무인력 수 면에서도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한 수준의 기업규모가 확보되는 경우 기업이 새로운 프로

세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보다 더 적

극적이며 관련 업무에 위험부담을 적게 가지는 결과를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해본다면 기업이 새로운 것에 도

전하는 문화를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이 매출액과 기업성장

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연혁면에서는 혁신집단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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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에 근접한 t값을 보여

혁신성과 연혁과의 관계를 후속연구에서 더 다뤄볼 필요가 있

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혁신성 집단별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사업성과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Table 2 참조), 이 세 변인에 대하

여 모두 고혁신 집단이 저혁신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

다(p<.01). 시장지향성 하위변인에 대한 평균은 고혁신 집단에

서 정보창출이 4.04, 정보전파는 4.14, 정보반응은 4.29로 나타

났으며, 저혁신 집단에서는 정보창출이 3.24, 정보전파는 3.33,

정보반응은 3.88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 하위변인에 대한 평

균은 고혁신 집단에서 학습수행이 4.43, 비전공유는 4.46, 개방

성은 4.39로 나타났으며, 저혁신 집단에서는 학습수행이 3.75,

비전공유는 3.83, 개방성은 4.08로 나타났다. 사업성과 측면에

서도 고혁신 집단이 저혁신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p<.001). 즉,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혁신성이 낮은 기업에

비해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사업성과가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혁신성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시장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며, 조직내

에서 학습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새

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개방적 사고를 가지는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

식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은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및 사

업성과이며, 기업혁신성은 조절변수로 연구되었다. 이 중 시장

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은 각각 3가지 측정변인으로 예측된 잠재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는 직접 측정된 변수이다. 따라서 측정변

인들의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 등을 파악하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일관성은 Cronbach의 α값이 0.80 이상

으로 나타나 양호하였으며, 요인부하량도 0.58 이상으로 기준

값인 0.50을 넘고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값도 기준값인 0.50보

다 높게 나타났다(Hair et al., 1995). 따라서 측정변수가 잠재

변인을 예측하는데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양호

함을 알 수 있다. 확인요인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과, NFI(표준적합지수)나 RFI(상대적합지수)가 0.90 이상이었으

나, 카이자승값이 106.09, 이를 자유도로 나눈값(CMNIDF)이

13.26으로 기준값이 3보다 커서 적합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실증모형 분석: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기업혁신성에 따른 집단을 나

누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법을 사용하여 실증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측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이자승값을 자유

도로 나눈 값(CMINDF)이 3.26로 기준값인 3에 근접하였다.

NFI(표준부합지수)와 RFI(상대적합지수)도 각각 1에 근접한

0.993과 0.979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된 것처럼 시장지향성은 정보창출, 정보전파, 정

Table 1. 혁신성 집단별 기업특성의 차이

변인

혁신성

연혁

(년)

매출액

(억원)

근무인력

수(명)

저혁신 집단 11.57 71.72 38.61

고혁신 집단 14.85 220.44 134.01

t 값 -1.92 -2.18* -2.39*

* : p<0.05, 저혁신 집단 N=67, 고혁신 집단 N=84

Table 2. 혁신성 집단별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사업성과의 차이

변인

혁신성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사업성과

정보창출 정보전파 정보반응 학습수행 비전공유 개방성

저혁신 집단 3.24 3.33 3.88 3.75 3.83 4.08 2.97

고혁신 집단 4.04 4.14 4.29 4.43 4.46 4.39 3.57

t 값 -7.24*** -7.21*** -4.17*** -5.77*** -5.28*** -3.09** -4.26***

** : p<0.01, *** : p<0.001 저혁신 집단 N=67, 고혁신 집단 N=84

Table 3.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척 도

수렴 타당성 내적일관성

표준화

요인부하량
측정오차

다중

상관치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값
Cronbach's Alpha

시장

지향성

정보창출 0.85 0.18 0.72

0.91 0.78 0.83정보전파 0.89 0.14 0.79

정보반응 0.67 0.23 0.45

학습

지향성

학습수행 0.86 0.18 0.73

0.88 0.71 0.80비전공유 0.80 0.24 0.65

개방성 0.58 0.28 0.34

모형적합도: Chi-square=106.09(p=0.00), df=8, CMNIDF=13.26,  NFI=0.97, RFI=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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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반응에 의해, 학습지향성은 학습수행, 비전공유, 개방성에 의

해 예측되었으며, 이렇게 측정된 두 개의 잠재변인은 상호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CR=4.61) 선행연구를 지지하였

다. 그러나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 변인은 사업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성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경로계수의 값이 0.53, CR(최대

우도모수 추정값/표준오차) 값이 1.93으로 기준값 2.00에 근접

하였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기존의 가설

들에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시장지향성이 사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기에

(Deshpande·Farley, 2004), 이와 관계한 면밀한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므로 다음 단

계로 다중집단 비교를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판단하였다.

기업혁신성에 따른 다중집단 인과모형 분석: 조절변수 효과

를 연구하기 위한 절차로 먼저 집단을 저혁신 집단과 고혁신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중집단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Fig. 2 참

Fig. 1.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모형 분석결과

Fig. 2. 기업혁신성에 따른 다중집단 인과모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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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이자승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CMINDF)이 1.43으로 기준값인 3 이하로 떨어져 양호한 적합

도를 보였고, NFI와 RFI도 각각 1에 근접한 0.994과 0.982로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로계수 값은 저혁신 집단에서 학습

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CR=

-2.49), 고혁신 집단에서는 반대로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CR=2.23). 즉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장중심적인 정보의 습득, 공유, 활용이 효과적으

로 진행되어 이것이 실제 사업성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특정 시장

정보 중심의 정보활동보다는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학습지향

이나 비전공유, 개방성 등의 기업문화가 더 긍정적인 사업성과

를 이끌어 내는데 더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형 모두에서 시장지향성과 학습지

향성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선행연구(Dickson, 1996)

를 지지하였다.

기업혁신성의 조절변수효과 확인을 위하여 집단간 경로계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지향성과 사업성

과, 그리고 학습지향성과 사업성과 경로계수의 차이를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수치로 확인하였다. 두 집단간 시장지향

성과 사업성과 사이의 경로계수의 차이값은 1.90으로 임계치인

1.96에 근접하나 이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 시장지향성과 사업성과 사이에 기업혁신성이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

습지향성과 사업성과 사이의 경로계수 차이값은 -2.374로 임계

치 -1.96보다 절대값이 더 커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이 밝혀졌다. 즉, 고혁신 집단은 저혁신 집단에 비해 학습지향

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다고 해석할 수 있

어 기업혁신성이 학습지향성과 사업성과 사이에 조절변수로서

작용한다고 확인되었다.

5.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섬유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서 기업혁신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 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섬유업체의 경우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매출액과 근무인력 면에서 더 큰 수치를 보여 회사 규모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

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혁신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업무

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쉽게 수용되며, 이에 대한 위

험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보다는 회사전체에서 흡수하

는 문화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하여 혁신성이 더 높거

나 낮다는 모순되는 선행연구결과들이 있지만(Frans·

Meulenberg, 2004), 선행연구마다 측정방법이 달라 기업혁신성

을 내재적 속성으로 보았거나 또는 혁신성과(혁신도입수준)로

보았으며 연구결과 또한 다양하므로 이에 관련된 세부 변인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성 집단간에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사업성과에

차이를 보여, 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이 세

가지 변수에서 모두 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혁신

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시장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정보의 습득, 공유, 활용에 보다 더 적극적이며, 전사차원

에서 기업의 학습능력을 중요시하여 이에 관련된 지원을 하

며, 기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전 직원들이 같이 인지하고 공

감하며, 관리자들은 다양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비판적 생각

을 수용하는 데 개방적 사고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업성과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집단 인과모형 분석 결과로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

서는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지

향성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혁신성이 낮은 집

단에서는 학습지향성만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

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

난 두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경로에서만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이 관계에서 기업혁신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추론되었지만 실

증적 확인이 미흡했던 이 세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

장지향성, 학습지향성, 혁신성 변인의 높은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나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선행변

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의견과 추론이

분분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성 집단에 따

른 다중집단 인과모형 분석을 통한 집단비교와 조절변수 역할

확인을 통해 기업혁신성이 시장지향성 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

에서의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 혁신성이 높을수록 이 기업이 학습지향성

또한 높다면 이 결과로 인해 더 긍정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가

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주로 일반기업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던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기업혁신성 및 사업성과 사

이의 관계를 섬유업체에 집중하여 기존 이론들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네 변인을 하나

의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여 검증함으로서 기존 이론들에 새로운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섬

유업체의 경우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낮은 기업에 비해 사

업성과나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들이 추구하는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긍정적인 사업성과

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

구되지 못하였었다. 본 연구에서 혁신성이 높은 섬유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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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장지향성이 사업성과를 더 잘 예측하고, 혁신성이 낮은

섬유업체의 경우 학습지향성이 사업성과를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섬유업체의 특성에 적용시켜볼 때 신기술

습득과 응용에 빠른 신제품개발 또는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경우 공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직접

적 반응에 대한 면밀한 자료수집과 정보공유, 정보축적, 정보활

용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켜 이러한 지식경영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더 좋은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랜드의 경우 활용하고 있는 문제사안별로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식경영지원 체제 등을 섬유업체에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실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변화와 혁신성향이 덜하며 사양변화가 적은 상품군을

취급하는 전통 섬유제조업의 경우에는 민감한 시장반응을 빠르

게 수용하는 체계보다는 보다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급자, 유

통업자, 관계사와 관련된 전사적인 학습노력, 임원진과 사원들

이 비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 등을 가지

는 것이 더 좋은 사업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결과적으로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기업혁신성, 사업

지향성, 학습지향성이 상호 연계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기

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기업별로 업

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문화 창출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조사대상자들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해

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구경북 지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전체 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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