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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hips among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marketing
competence, knowledge management competence, and company performance of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Survey
data collected from 187 employee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results, certain levels of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echnological development strategy, marketing competence, knowledge management competence, and
company performance. Specifically, technological gap which was on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actors was
a variable significantly affecting innovation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Knowledge management competence affected innovation performance whereas marketing competence affected financial
competence of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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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금 기업 자원의 효율

적 배치와 키워야할 기업 역량의 선별이 그 어느때보다 더 중

요해지고 있다. 섬유의류 산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위한 전략탐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신제품 개발과 신 공정 개발 등

혁신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혁신적

노력이 실제로 혁신적 성과를 내는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혁신적 기술 수준과 활동들

이 기업의 재무성과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유의류 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양한 공기관, 연구소, 기

업, 대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혁

신적 노력이 실질적인 혁신상품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또

한 투자되는 금액대비 효율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고찰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보유한 기술능력 등을 성과

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인 지식관리역량과 새로이 개발

된 신기술 제품을 시장과 연계하여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

게 하는 마케팅역량 등과 함께 기업의 기술개발전략을 연구하

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최명신 외, 2006). 실제로 기업의 기

술혁신을 유도하는 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지식

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 인지되어 왔다

(Dosi, 1988). 따라서 기술개발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관련되는

기술 및 시장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케팅 역량이 강한 기업의 경우 고객의 수요와 맞닿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고객에 대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

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기반 혁신적 특성과 기업역량, 그리고 기업성

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어느정

도 진행되어 왔으나 섬유의류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그 연구가

매우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적 특성에 따라 기업성과의 영

향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최명신 외, 2006).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업성과를 창

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산업의 특수성과 발전 사이클

이 다른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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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연구결과는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섬유의류산업은 일반적 기술부터

고급 수준의 혁신기술까지 폭넓게 개발, 활용되는 산업이며, 우

리나라에서 생산과 소비가 많은 의류용 상품의 개발과 제조에

관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혁신 기술보다는 범용적으로 적

용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활용한 상품들이 시장의 수요를 더 많

이 끌어내기에 적합하며 가격대비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수익을 창출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상 첨단 혁신 기술을 응용하는 산

업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

업의 기술요인과 역량요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 효율성 제고와 역량강화전략 추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기업가 특성, 기업전략, 자원, 산

업 구조 등으로 알려져 있다(Chrisman et al., 1998). 본 연구

에서는 섬유의류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차원과 이와 연계성이

높은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에 집중하여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개발전략

기술개발전략은 기업이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략을 말한다. 기술혁신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되며

(성태경, 2005), 기술적 특성이나 용도가 기존 제품과 확연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업화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신

제품개발,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개량,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위해 작업방법, 장비 제품납입방법 등을 효율적으

로 개선한 공정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술혁신

의 수준과 경쟁사와의 기술격차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신제

품의 혁신성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혁신수준과 기술격차는 기업 자체에서 보유한 자원

의 활용에 의해 얻어지는 것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학교, 연

구소, 경쟁사, 공급사 등 관련분야의 외부 기관의 자원을 활용

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협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

다. Zahra and Bogner(2000)도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중 특히

기술 혁신성과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은 외부 자원활용과 함께

할 때 좋은 기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금력과

자체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통 제조업, 또는 하도급 기업의

경우 산학연 협력이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홍장표, 2005). 

섬유, 신발 등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

의 수입, 라이센싱이나 외국인 투자를 통한 해외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술개발을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나(홍장표, 2005), 점차

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기술도입보다는 공동개발 방식

을 취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기술환경에 노출된

기업일수록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커진다(Lee,

1995). 제품기술의 복잡성이 낮으며 산업발전 단계상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활발하나 기술진보율이

높고 제품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일수록 자

체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또한 고객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일수

록 신기술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변화시키는 개선활동에 주

력하지만 스스로 시장을 개척해야하고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개선과 함께 신제품개발을 위

해서도 함께 노력해야한다(Kaufmann & Todtling, 2000). 섬유

의류 산업은 상품에 적용되는 신기술 범위의 폭이 넓고 고객의

존도가 높으며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섬유의류 기업들이 당면한 기술혁신개발전략 수준과 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2.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량

기업이 보유한 역량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이 중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과 연관성이 높은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량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서상혁, 2004; 임세헌, 김진

수, 2004; 조봉진 외, 2002)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마케팅역량

은 기술, 조직, 학습의 총합으로 고객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상품구색과 가격면

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Conant

et al., 1993). 이러한 마케팅 역량은 시장지향성 등과 연관성이

높은 개념으로 이것이 사업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조봉진 외, 2002; Conant et al., 1993; Day, 1994)

에서 확인되어 왔다. 특히 고객에 대한 지식은 신제품의 잠재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상대적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Sanchez & Elola, 1991). 신제품이 모두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자에 대한 정보(DeGeus, 1988; Dickson,

1992)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업계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

하고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기업

의 시장 트렌드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

고(Nonaka, 1990) 이를 공유하며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는 기업

의 능력을 통해 그 기업의 신제품은 경쟁우위를 가지게 될 것

이다(Drucker, 1985). 또한 경쟁사 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과

제품다양성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갖출 때 그 기업의 성과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지식관리 능력과 지식자산의 활용에 따라 기존의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이를 기

업성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조직의 지식관리

활동은 정기 모임과 토론, 소집단활동, 문제해결 회의 등을 통

하여 얻어진 정보를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 해석하고 이

를 통해 시사점을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올바른 지

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재정비하고

자원의 재배치와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자원분배 등에 더 효율

적으로 임할 수 있어 전반적인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자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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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자원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Conner &

Prahalad, 1996; Kogut & Zander, 1992), 기업이 고유로 창출

한 신제품이나 신제조기술의 공정 등의 신지식 중 필요한 부분

은 자체적으로 보안을 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자

사의 핵심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굳건한 지식관

리체계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Nonaka(1990)는 기업의 경

쟁력 창출을 위해서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 기술력, 조직

구성원의 지식, 기술개발능력 등의 총체적인 지적자산을 조직

적으로 창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

제품 개발과정에서 제품의 유형적, 무형적 장점의 유기적인 결

합을 이루려면 기업의 지적자산경영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업의 정보활용 능력은 고객 및 경쟁자 지식 활용을 중심으로

신제품 경쟁우위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조봉진 외, 2002; Drucker, 1985; Li &

Calatone, 1998).

2.3. 연구모형

최근 전략경영연구(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와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배

종태, 차민석, 2005). 이러한 전략변수들은 기업의 기술적 능력

과 결부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기술이 신사업 기회를 창출

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최명신 외, 2006).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전략과 함

께 기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업의 마케팅 및 지식관리 역량들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최명신 외(2006)

는 선행연구에서 산업간 비교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마케팅역량, 지식관리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모형을 섬유의

류 기업에 적용시켜 기술과 역량관련 기업의 전략요소들이 기

업의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섬유의류기업의 기술개발전략(혁신수준, 기술격

차, 기술협력)이 기업성과(혁신성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섬유의류기업의 마케팅역량이 기업성과(혁신성

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섬유의류기업의 지식관리역량이 기업성과(혁신

성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조사방법 및 대상

섬유의류기업의 조직문화가 혁신역량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섬유의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효율적인 설문조사를

위해 2008년 3월에 열린 프리뷰인대구(Preview in Daegu) 전

시회와 2008년 6월에 열린 서울패션소싱페어 참가자 중 섬유

의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5부

를 회수하였다. 추가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회사인 I

사의 섬유의류업체 종사자 패널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8

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18부의 설문자료

를 얻었다. 총 193부의 회수된 설문자료 중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조사 대상자의 직급은 사원(14.4%), 대리(13.9%), 계장

(16.5%), 과장(45%), 차장(22%), 부장 및 이사(16.6%)에 걸쳐

고루 분포되었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기술개발전략, 마케팅역량, 지식관

리역량, 혁신성과, 재무성과였다. 이 중 기술개발전략 항목들은

Zahra and Bogner(2000)의 연구 개념을, 마케팅역량은

Day(1994)의 연구 개념을, 지식관리역량은 임세헌과 김진수

(2004)의 연구개념을 참고하여 최명신 외(2006)가 개발한 측정

항목들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선행연구에서 검정된 것이었다. 또한 기업성과는 혁

신성과와 재무성과로 측정되었는데, 혁신성과는 신제품 개발정

도, 신 제조방법 도입 정도, 신시장 개척수준의 세 가지 항목

으로 측정되었으며, 재무성과는 윤영진(2000)의 연구를 참고하

여 수익률, 매출성장률, 시장점유율, 사업성과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항목은 1(매우낮다)-6(매

우높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한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등

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먼저 여러 질문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한 개념들의 구성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참조). 최명신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

을 그대로 사용한 기술개발전략,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에Fig.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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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개발전략은 혁신수준, 기

술격차, 기술협력 요인에 따라 요인부하량과 고유값, 그리고 신

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알파 값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마

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 혁신성과와 사업성과는 각각 한 요인

씩으로 묶였으며 양호한 요인부하량, 고유값, 크론바 알파값을

바탕으로 설문항목들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각 변인값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Table 2 참조)

조사대상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고, 연평균

2,847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136여명의 근무인력과

22여명의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수출을 통해 얻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

사 대상 기업들의 혁신수준, 기술격차, 기술협력 등 기술개발전

략 차원에 대한 평균값은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서

규원, 이창양, 2005)에서 섬유제품산업과 가죽가방, 신발산업군

의 기술혁신수준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역량과 지식관리 역량도 평균값이 각각 4.16과

3.87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혁신성과와 재무

성과도 평균값이 3.92와 4.03으로 척도의 중간값 이상으로 나

타나 양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회사의 연혁이 오래될수록 회

사의 연매출액과 근무인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래된

회사가 더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혁신성과와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은 근무인력과 연구인력도

더 많았으며, 근무인력과 연구인력이 많을수록 기업의 기술격

차가 크고 마케팅역량도 더 좋았다. 재무성과와 연구인력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은 Branch(1974)와 Grabowski(1968)가 확인

한 기업의 이윤율과 R&D 투자와의 정(+)의 관계 결과와 일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재무성과와 혁신성과와의 상관관계가 확

인된 것은 Audretsch(1995)의 기업 이윤율과 혁신활동 성과와

의 정(+)의 관계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수출에 더 주력할수록 기술수준도 높고 외부기

관과의 기술협력도 활발한 편이며 지식관리 역량과 혁신성과도

좋은 편이었다. 회사가 활발히 기술협력을 하고 경쟁사와의 기

술격차가 많이날수록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량이 좋고 혁신

성과와 재무성과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편 기술협력과 기업

규모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변인들, 즉 연매출이나 근무인력 등

Table 1. 기술개발전략,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 혁신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요인부하량
고유값

분산
Cronbach's Alpha

기술

개발

전략

혁신수준
주력제품의 기술수준

주력제품의 혁신성 수준

.927

.927

1.72

85.99%
.834

기술격차

경쟁사 대비 제품기술의 수준

주력제품의 기술개발주기가 빠른 수준

세계 최고제품과의 기술적 격차수준

.850

.865

.852

2.20

73.26%
.816

기술협력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수용 수준

거래기업 및 하도급 기업과의 기술 교류가 활발한 정도

동종기업과의 기술개발과 협력정도

.854

.756

.771

1.90

63.19%
.708

마케팅

역량

고객욕구 예측의 정확성 수준

잠재 및 현재고객 정보 및 지식확보 정도

경쟁자 정보 및 지식확보 정도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수준

경쟁사 대비 제품다양성 수준

고객서비스 질과 능력의 우수성 정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수준

고객불만 처리 능력 수준

.512

.662

.559

.380

.532

.656

.496

.655

4.45

55.65%
.883

지식

관리

역량

지식자산관리 계획 수립 수준

회사내 지식창출 활동 수준

회사내 지식공유의 수준

회사내 지식교류를 위한 이벤트 개최 및 재정지원 수준

지식교류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수준

외부 지식의 전략적 활용 수준

.774

.796

.849

.704

.813

.762

3.69

61.49%
.632

기

업

성

과

혁신성과

신제품 개발 정도

신 제조방법 도입 정도

신시장 개척 수준

.844

.853

.840

2.15

71.504%
.800

재무성과

수익률

매출성장률

시장점유율

사업성과

.915

.907

.834

.856

3.09

77.22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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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기술능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외부와의 기술협력에 더 노력한

다는 연구결과(Audretsch & Vivarelli, 1994)를 뒷받침하지 못

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협력 정도

가 달라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량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IT와 BT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최명신 외(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

로, 업계를 초월하여 이 두 역량간의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매출액과 마케팅 역량, 그리고 연매출액과 지식관

리 역량간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명신 외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마

케팅 역량과 지식관리 역량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서 발견된 바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섬유패션기업의 혁신수준, 기술격차, 기술협력,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이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VIF 값을 측정한 결과, VIF 값이 1.646

부터 3.367까지 분포하여 기준값인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Table 3 참조)에

서 연구변인들은 혁신성과의 34.3%, 재무성과의 42.2%를 설명

하여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다. 기술격차와 지식관리역량은 혁

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경쟁사와의

기술격차가 많이 날수록, 그리고 기업의 지식관리역량이 뛰어

날수록 신제품개발이나 신 제조방법 도입 등 혁신을 이루어내

는 혁신성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혁신수

준, 기술협력, 마케팅역량은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혁신수준이 낮을수록, 기술격차가 클수록, 기술

협력이 활발할수록, 마케팅역량이 클수록 재무성과는 더 큰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식관리역량과 재무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혁신수준과 기술격차의 영

향에 대하여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기술격차

가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크면 재무성과에도 기여하겠지만 경

쟁사 대비 기술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혁신

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추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

게 되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에 생산되던 상품의

지속적인 생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

려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혁

신적인 제품을 상용화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혁신수

준이 재무성과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적 괴리가 있게 되며 혁

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R&D(Research & Development)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

다. 앞서 제시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서도 혁신수준이 연매

출 및 재무성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혁신에 대한 투자가 혁신성과를 일으키는 데는 분명히 기여하

지만 혁신에 대한 성과가 언제나 수익증대라는 재무성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구인력과 근무인력 등을 위한 인건비 지

출과 연구비 지출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재무적

성과에는 더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이 방만

하게 관리되며 기술자의 발명동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서

R&D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 Scherer and Ross(1990)

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식관리역량은 섬유패션기업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반면 마케팅역량은 섬유패션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혁신을 일으키는 데는 회사내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교류를 위한 지원과 활동인 지식관리역량이 결정

적으로 작용하나 궁극적인 재무적 이득을 얻는데에는 고객 욕구

Table 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연혁

연매출

(억원)

근무

인력
연구력

수출

비중

혁신

수준

혁신

격차

기술

협력

마케팅

역량

지식관

리역량

혁신

성과

재무

성과

연혁 1992.37 11.31 1**

연매출(억원) 2846.97 8733.93 -.288** 1**

근무인력 135.93 180.32 -.441**  .403** 1**

연구인력 21.74 25.31 -.285**  .212**  .722** 1**

수출비중 24.79 29.98 -.075** -.118** -.057**  .022** 1**

혁신수준 3.85 .82 -.014**  .010** -.010** -.092**  .337**  1

기술격차 4.37 .68  .048**  .182**  .276**  .221** -.053**  .254** 1

기술협력 3.91 .68  .049**  .093**  .056** -.006**  .229**  .575** .373** 1

마케팅역량 4.16 .59 -.028**  .100**  .219** .188**  .079**  .567** .609** .633** 1

지식관리역량 3.87 .60 -.040**  .059**  .024** .014**  .297**  .736** .337** .694** .702** 1

혁신성과 3.92 .81 -.110**  .082**  .153**  .228**  .325**  .441** .422** .408** .464** .548** 1

재무성과 4.03 .83 -.107**  .165**  .318**  .338** -.114**  .127** .554** .421** .544** .351** .328** 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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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제공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종기업, 학교, 공급사 등과의 기술협력

도 재무성과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기술협력이 언제나 신제품을 생산한다던지 공정을

개선한다던지 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기술협력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

크가 형성되어 지식과 기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내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보의 교류와 마케팅적 협조도 이루어질때 혁신

성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류기업의 기술개발전략(혁신수준, 기술

격차, 기술협력),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섬유의류기업

들의 기술개발전략(혁신수준, 기술격차, 기술협력 수준), 마케팅

역량, 지식관리역량의 평균값은 6점 척도의 중간값 이상으로 양

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의 평균값도

척도의 중간값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혁신성과와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은 근무인력과 연구인력이 많고 기술격차도 높으며

외부와 기술협력을 활발히 하고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량도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섬유의류기업의 연매출액과 마

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 혁신수준, 혁신성과 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성과, 즉 신제품 개발 등이 언제나 좋

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마

케팅능력과 지식관리능력이 좋은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와의 기술협력이 활발하면 수출비중도 높

고 혁신수준과 기술격차도 우수할 뿐 아니라 마케팅역량과 지

식관리역량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와의 기술협력 교류를

통한 타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마켓 및 상품 정보 수

집에도 도움을 주어 다양한 지표들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지라

도 자체적으로 기술협력을 추구하고 마케팅역량과 지식관리역

량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기업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러한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면 기업성과 중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술격차와

지식관리역량이며,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혁신수준,

기술격차, 기술협력, 마케팅역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성과와 재무성과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 하더라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과 기업역량

관련 요인들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술격차는 혁신성

과와 재무성과를 내는데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타 기업과 비

교하여 현격히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제품

개발 및 신 제조방법 도입 등 혁신적인 성과를 많이 내며 아

울러 이것이 수익률이나 매출성장률 등 재무적 성과까지 높인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혁신수준이 혁신성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결과는 주력제품의 혁신성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 시장의 수

요가 이에 못미쳐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신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된 개발자금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더 부

정적인 재무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기업이 취급하는 주력 제품의 기본적인 혁신수준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산학연 협력과 타기관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수준이 혁

신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성과에는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협력 건수와 정도가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박광희 외, 2009)와 다

른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협력 건수를 가지고 검정한 것

이 아니라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된 더 심도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역량에 관한 변인을 함께 사용하여 회귀분석함에 따

라 기업역량 변인에 비하여 기술협력의 영향이 다소 약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지식창출, 공유, 교류가 활발하고 내외부 지식의 전

략적 활용 수준이 높은 경우, 즉 지식관리역량이 우수한 경우

에는 혁신을 창출하는 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는 섬유의류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 내외부의 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의 니즈(Needs)와 신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잘

활용함으로서 긍정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고객욕구 예측이 정확하고 경쟁자 대비 가격경쟁력

및 제품다양성, 서비스의 질과 능력 등이 우수한 마케팅 역량

이 좋은 기업들의 경우 혁신성과를 내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

을 유지하는 기존의 주력제품들에 집중함으로서 긍정적인 재무

성과를 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섬유의류 기

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IT, 전기전자 산업 분야 등과는 다

Table 3.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혁신성과 재무성과

β t β t

혁신수준

기술격차

기술협력

마케팅역량

지식관리역량

 .090**

 .298**

 -.021**

 .066**

 .442**

 .842

 3.259

 -.198

 -.535

 3.378

 -.355***

 .326***

 .208***

 .322***

 .132***

 -3.549

3.795

2.128

2.775

1.076

조정된 R
2  .343  .422

F   14.497***   19.855***

* : p<.05, ** : p<0.01, ***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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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소비자의 니즈와 수용도를 반영한 제품이 중요하며, 남보

다 앞서가는 제품의 혁신성보다는 정확한 고객 요구의 예측과

시장과 경쟁자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로 폭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수 수용자 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재무성과를 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고기능성 신제품을 개발하더

라도 이것이 시장의 수요곡선의 흐름에 너무 앞서간다면 높은

구매율을 끌어내기에는 부적합하며 개당 단가가 높지 않으면서

잦은 구매를 유발해야 하는 섬유의류 상품군의 경우에는 너무

혁신적인 기술제품 보다는 고객에게 익숙한 수준의 혁신성만

갖춘 제품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섬유의류 기업들이 기업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기업내

자원과 역량의 재배치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이 매출과 시장을 주

도해가는 패턴이 산업별로 다르며, 특히 섬유의류 기업의 경우

에는 제품기술의 혁신성 보다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편이

긍정적인 재무성과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의 활용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섬유의류 기업을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료가 적어 결과의 신뢰도가 충분

하지 않다는 점이며, 따라서 결과 적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

여 기업 규모별, 기업 특성별 변수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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