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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hypothe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the resources 

of diversification foodservice corporations develop into resource sharing about creating synergy on the basis 

of resource based view. Based on the questionnaire answered by 237 foodservice employees over three years, 

this study examined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by using SPSS 16.0 and AMOS 5.0 for hypothesis. The result 

of study modelling were GFI=0.910, NFI=0.915, CFI=0.952, RMSEA=0.070 at the level of x
2
=179.797(df=83, 

p<0.001). First, intangible resources 0.180(t=2.371, p<0.05), tangible resources 0.127(t=2.028, p<0.05) and 

human resources 0.263(t=2.542, p<0.05) of diversification foodservice corporations had positive effects on 

resource sharing. And resource sharing 0.264(t=3.158, p<0.001) had a positive effect on synergy. Also, 

between resource sharing and synergy identified moderating effects by synergy implement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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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과 같은 변화의 시 에 생존하고 성장하

려면 기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경 신을 통하여 탄력 이고 효율 인 

조직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Byun JW․Ko 

JY 2012). 이에 외식기업들은 자사의 생존․발

을 해 알맞은 경 략의 구축여부가 성공의 

건이 되었으며, 그  랜드 확장을 통해 규모

의 범 를 확 시키는 다각화가 일부 안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이는 외식기업의 성과나 목

표에 하여 기업이 보유한 유사한 경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한 산업내로의 랜드 다각화를 추

진하면서 시 지 창출  기업의 장기 인 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기반 (resource based view)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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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기업자원(firm re-

source)이 무엇인가를 조직단 의 연구수 에서 

설명․ 측하는 이론으로서, 기업의 생존  성장

의 결정요인을 조직 내부  요인측면에서 경 자

원 유형과 그 효과에 한 과 논리  체계를 

제공한다(Lee CW 2009). 즉, 기업마다 보유한 유

형 , 무형 , 인  자원의 보유 정도가 다르며, 

이런 경 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라 경쟁기업과 

차별화 되고 지속 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기업은 보유

한 자원들을 극 으로 활용하고 공유하게 된다.

‘공유’라는 용어는 Porter ME(1985)가 언 한 

‘기술의 이   활동의 공유(transferring skills 

and sharing of activities)'라는 표 에서 유래되었

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의 이 이란 사업부문 간

에 활동수행방법에 한 지식을 이 하는 것이며, 

활동의 공유란 각 사업부문 간에 가치사슬 상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KM․Kwon 

KH 2009). 이에 다각화 된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하거나 기술 이 을 통하여 

비용을 감하고 가치 창출을 통하여 시 지를 

얻고자 한다. 일반 으로 련형 다각화를 추구

하는 경우 사업부간 자원공유를 보다 쉽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tts RA 1977). 즉, 비 련다

각화 기업보다 련다각화 기업이 보유한 유사한 

자원을 통합하거나 잉여자원에 한 공유를 통해, 

기업의 시 지 효과 는 범 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Pitts RA 1977; Rumelt RP 

1982; Porter ME 1987; Kwon KH 1997a). 이처럼 

연구들은 다각화 기업들의 자원공유가 정  시

지를 창출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일부 연

구들은 자원공유가 부정  측면인 실행비용이 발

생되어 성과 해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 다

(Porter ME 1985; Goold M & Campbell A 1998; 

Hwang JW 2009). 즉, 경 자는 시 지 창출활동

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클수록 시 지 창출활동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시

지의 실행비용은 시 지 창출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이다(Hwang JW 

2010). 

국내 기업의 경 자원 요성과 자원공유에 

한 연구는 재벌기업과 소기업을 심으로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Kwon KH 1997b; Kwon 

KH 1998; Chung HJ․Kim CW 2001; Jung KW․

Kwon KH 2006; 박경미 2007; Park KM․Hwang 

JW 2009), 이와는 달리 국내 외식기업들은 내부 

경 자원의 활용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련

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Seo KH․Lee SB 2011; 

Seo KH․Lee SB 2012). 그러나 최근 외식기업들

이 성공한 랜차이즈 랜드를 심으로 다양한 

콘셉트(concept)의 다각화를 결정하면서 지속

인 성장의 발 으로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

지를 통해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다각화를 추구

하는 외식기업은 시 지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떻

게 용되고 발 되어지는가에 한 본질  문제

의 평가가 매우 필요한 시 이 되었다. 특히, 다각

화 외식기업을 상으로 자원공유가 정  

인 시 지 창출 뿐 아니라 부정  측면의 실행비

용과의 계를 악하는 것 한 더욱 의미가 클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식기업을 상으로 시 지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의 다양한 자원, 자원

공유, 정  시 지 창출과의 구조  인과 계

를 밝히고자 함이다. 한 자원공유와 시 지창

출 있어 시 지실행비용을 인지하는 집단 간 차

이의 조 효과를 악하여 다양한 측면의 결과 

도출하고 향후 다각화 외식기업의 장기 인 발

에 요한 시사 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자원기반 과 랜드 다각화

1990년  이후 략경 에 한 연구는 내부자

원에 기반을 둔 자원기반 (Resource-based 

view)이며,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 기회를 탐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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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원을 활용하여 략을 모색하는 이다

(Hwang KY 2010). 자원기반 (resource based 

view)라고 개칭하여 략경 분야에 도입한 연구

자는 Wernerfelt B(1984)로 보이는데, 그는 기업

의 자원 포지션 분석을 통하여 경제학  분석 도

구들을 발 시키고, 제품보다는 기업자원이 더 

유용함을 강조하 다. 이처럼 본격 으로 제시된 

자원기반 은 조직  략경  학자들의 심

을 산업의 구조와 같은 기업 외부의 환경요인에 

더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확장시켜주

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Choo SY et 

al 2009). 한 자원기반 에 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우 를 유지함에 있어 경쟁기업에 비

해 차별화 된 자산의 요성을 차 인식하게 되

었고(Alvarez SA & Busenitz LW 2001), 이에 기

업자원이 지속 가능한 경쟁우 를 가져다주는가

에 한 하나의 이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Choi BG 2008), 이러한 자원기반 에 기업진

화론이 도입되면서 기업 다각화에 한 연구가 

출발되었고, 다각화된 기업의 내부자원과 자원공

유는 시 지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

는 이론  배경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다각화(diversification)란 기업이 다른 여

러 산업에 참여하여 복수의 사업 역에 진출하

는 것으로, 기업다각화 수행의 목 이 시 지 창

출, 차별화된 역량 개발 그리고 본원 인 략의 

수립에 있다(Ramanujam V & Varadarajan P 

1989). 민하나(2010)는 외식산업의 랜드 다각화

를 랜드의 수에 기반을 두어 기업이 하나의 

랜드로 사업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러 랜드 

즉, 다 랜드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하 다. 이

러한 외식산업에서의 랜드 다각화는 지속 인 

발 과 핵심경쟁우  략으로 매우 요시 되어

왔으며, 이는 사업부 수 의 다각화와 련이 있

다 하 다(Choi KW et al 2011). 즉, 국내 다각화 

외식기업들의 부분은 한식, 양식, 일식 등과 같

이 업태는 다르지만, 외식이라는 범  안에서 음

식, 서비스, 물리  환경을 제공하는 련 다각화

가 극 이루어진 것이다.

2. 경 자원과 자원공유

기업 자원에 한 기 연구(Wernerfelt B 

1984; Wernerfelt B & Montgomery CA 1986)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 후반에 많

은 연구들(Barney J 1986; Dierckx I & Cool K 

1989; Wernerfelt B 1989)이 기업이 가진 자원들

은 시장에서의 본원  특징임을 명확하게 밝힘으

로써 주목받기 시작하 으며, Prahalad CK & 

Hamel G(1990)는 경 략에 해 설득력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다

(Wernerfelt B 1995). 이런 경 자원은 연구자의 

목표에 따라 유형  자원(tangible resource), 무형

 자원(intangible resource), 인  자원(human re-

source), 조직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 역

량(capability)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져 왔다

(Dierickx I & Cool K 1989; Wernerfelt B 1989; 

Barney J 1991; Collis DJ & Montgomery CA 

1995; Fahy J & Smithee A 1999). 그러나 조직  

자원은 사람에 의해 구성되어지므로 무형  자원

과 인  자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이며, 역

량은 다양한 자원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되는 것

으로 자원과는 차별화된 개념이라 하 다(Grant 

RM 1991; Amit R & Schoemaker PJH 1993). 따라

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  경 자원

은 무형 , 유형 , 인 자원 등으로 크게 분류되

어 질 수 있겠다.

이처럼 기업의 성과나 목표에 하여 기업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요소가 바로 자원

(resource)이며, 기업 다각화에 있어 자원공유는 

시 지를 창출하는 가장 형 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Porter ME 1985). 자원공유는 다국 기업

의 본사나 자회사에서 개발되는 능력과 역량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기업자원이 

되며, 자원수용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우선 으로 공유의 상이 된다

고 하 다(Chung HJ․Kim CW 2001). 앞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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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에 해 자원보유수 이 

높은 계열사는 사업부 간 자원공유를 통해 보유

자원의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경쟁우 를 향상시

킬 수 있으며, 이는 자원보유수 이 높을수록 

재의 치를 강화하기 해 사업부 간 자원공유

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Park KM․

Kwon KH 2007). 이러한 에서 국내 자원공유

와 련된 연구들은 계열사의 자원보유수 을 측

정하기 해 고객  소비자 정보, 유통, 마 노

하우, 신제품 개발노하우, 축 된 기술, 효율 인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능력, 원자재 는 구매노

하우, 고객에 한 부가 서비스, 인 자원, 재무자

원, 랜드  기업이미지, 역량이나 자원을 통합

하는 능력 등 총 12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 으

며, 계열사의 자원보유수 이 높고, 보유하고 있

는 자원의 가치가 높을수록 계열사 내 사업부 간 

자원공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미 

2007; Hwang JW․Park KM 2008; Park KM․

Kwon KH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기업이 가장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경 자원에 하여 무형 , 유형 , 

인  자원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동종 산업 

내에서 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외식기업은 유사

한 자원을 극 활용함으로써 자원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단되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1 : 외식기업의 경 자원(무형 , 유형 , 인

)은 자원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a. 외식기업의 무형  자원은 자원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b. 외식기업의 유형  자원은 자원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c. 외식기업의 인  자원은 자원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자원공유와 시 지

시 지는 그리스어 ‘synergos'에서 유래되었으

며, 이는 ’함께 력한다(working together)‘의 의

미이며, 비즈니스 용도에 시 지 효과들은 따로 

일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두 개 이상의 단  는 

기업의 능력 이상의 더 큰 가치를 생성을 한다고 

하 다(Goold M & Campbell A 1998). 다각화 

련 연구들은 기업의 자원공유를 통한 시 지를 

정  성과로 악하여 왔다. 특히, 련 다각화 

기업은 다수의 사업부문 간에 자원을 공유하거나 

기술을 이 함으로써 비용을 감하고 가치를 창

출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킨다 하 다

(Rumelt RP 1982; Teece DJ DJ 1982; Porter ME 

1985, 1987). 한 Gupta AK & Govindarajan 

V(1986)는 생산, 마 / 매, R&D, 구매, 정부

계, 기타 경 활동으로 인한 자원공유의 효율성

은 략  사업단 (strategic business units: 

SBUs)의 경쟁 략에 향 계가 있다 하 다. 이

러한 다각화 연구들은 략  사업단 (SBU)의 

련성이 높을수록 각 SBU가 공통 으로 사용하

는 자원들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하 기 때문에, SBU들 간의 반 인 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다각화의 유형과 기업성과의 

계를 주로 분석하 다(Rumelt RP 1982). 국내 연

구에서도 사업부 간 자원공유와 계열사 간 자원공

유로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시 지 효과, 그리고 

계열사 성과와의 인과 계를 입증하기도 하 다

(박경미 2007; Park KM․Hwang JW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기업이 동종 산업 내에

서 경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공유를 활발히 시행

하고 있다는 에서 정  시 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H2. 외식기업의 자원공유는 시 지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시 지실행비용에 따른 조 효과

다각화 기업의 높은 자원공유는 정  시 지

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자원공유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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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경변화에 한 신속한 처를 어렵게 만드는 부

작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부작용은 시 지가 기

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어들게 하거나 시 지 

효과를 무력화 는 성과를 해하는 역효과를 

내도록 작용할 수 있다고 하 다(Porter ME 1985; 

Govindarajan V 1986; Gupta AK & Govindarajan 

V 1986; Govindarajan V & Fisher J 1990; Hwang 

JW 2009). Porter ME(1985)는 자원공유가 조정비

용(cost of coordination), 타 비용(cost of com-

promise), 비유연성비용(cost of finflexibility)의 3

가지 유형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 다. 즉, 조정

비용은 공유를 해 일정계획, 우선권 부여, 문제

해결 등의 조정에 필요한 시간, 인사, 자  분야에

서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하고, 타 비용은 매

력을 공유함으로써 매원들이 부수  서비스 기

능을 수행하기 힘들거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

하는 사업단  들 간의 물류시스템 공유는 원가

감을 상쇄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비유연성 비용은 경쟁자의 움직임에 따른 

응의 잠재  어려움과 철수장벽인데, 경쟁자들에 

한 빠른 응을 어렵게 만들거나 경쟁우 를 

갖지 못하는 사업 단 가 빠져나갈 경우 경쟁력 

있는 다른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Hwang JW(2010)은 다각화 연구가 유․무형

자원의 공유까지 포함된 포 인 논의가 이루어

지므로 시 지 창출활동의 이익뿐 아니라 실행비

용의 부정 인 측면을 극 반 해야함을 강조하

고, 사업부문 간 련성과 시 지의 실행비용 간 

상호작용효과에서 모든 실행비용(탐색비용, 이동

비용, 활용비용)들은 시 지 창출활동으로 이어

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을 검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기업이 자원공유를 통하

여 발생되는 시 지에 해 시 지실행비용에 따

른 조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3. 외식기업의 자원공유가 시 지에 미치는 

향력은 시 지실행비용을 높게 인지하는 집단

보다 낮게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강할 것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외식기업을 상으로 시 지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공유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경

자원, 자원공유, 시 지와의 인과 계를 밝히

고자 함이다. 한 자원공유와 시 지창출 있어 

시 지실행비용을 인지하는 집단 간 차이에 따른 

조 효과를 악하여 다각화 외식기업의 경

략 틀을 새로운 시각에서 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Fig. 1>

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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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도구

1) 경 자원

본 연구는 외식기업의 경 자원에 하여 ‘외

식기업이 가진 무형 , 유형 , 인  자원의 유기

인 결합체로 랜드를 유지  발 시키는 근

원’으로 정의하 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무

형  자원(Gupta AK & Govindarajan V 1986), 유

형  자원(Miller D & Friesen PH 1982; Stephan 

M 2005; 박경미 2007), 인  자원(Cho WA․Won 

JH 2005; Choi BG 2008)의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우선, 무형자원으로 ‘우리 기업은 마  노하

우( 고, 활동)가 풍부하다(TR1)’, '우리 기업

은 R&D(메뉴 개발) 능력이 있다(TR2)‘, ’우리 기

업은 서비스 개발 노하우가 있다(TR3)‘, 유형자원

으로 ’우리 기업은 자본 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IR1)‘, ’우리 기업은 장․단기 자 조달 능력이 

있다(IR2)‘, ’우리 기업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

지고 있다(IR3)‘, 인 자원으로 ’우리 기업은 실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HR1)‘, ‘우리 기업은 기업 구성원 개개인마다 풍

부한 지식, 스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HR2)’, 

‘우리 기업은 직원 간 웍이 좋다(HR3)’ 등 총 

9개 항목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2) 자원공유

본 연구는 외식기업의 자원공유에 하여 ‘내

부자원을 상호 교환하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의 내부 활동’이라 정의하고, 앞선 선행연구

(Hamel G & Prahalad CK 1993; Chung HJ․Kim 

CW 2001; Hwang JW 2010)를 바탕으로 평가항

목을 도출하 다. 자원공유의 측정항목에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 하기 해 다른 랜드(사업

부)와 필요한 자원(원재료, 비품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다(RS1), ‘다른 랜드와 마 자원

(마  노하우, 인력 등)을 공유하고 있다(RS2)’, 

‘다른 랜드와 기업의 유휴시설이나 자원 활용

을 해 력하고 있다(RS3)’ 등 총 3개 항목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3) 시 지

본 연구는 외식기업의 경 활동 결과로써 최종

으로 얻게 되는 시 지에 하여 ‘외식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으로 기존 사업  새로운 사

업을 동시 운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승효과’라 

정의하고, 박경미(2007)의 연구자가 사용한 재무

 성과를 일부 주  성과로 변경하고, Han HJ

과 Yoon SM(2011), Hwang JW(2009)의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정  

향의 측정항목에 하여 ‘지난 3년간 우리 기업의 

매출은 지속 으로 증가하 다(PP1)’, 지난 3년

간 우리 기업의 투자 수익정도는 증가하 다

(PP2)’, ‘지난 3년간 우리 기업의 순 이익률은 증

가하 다(PP3)’ 등 총 3개의 항목을 평가하 다. 

4) 시 지실행비용

본 연구는 기업의 시 지실행비용에 하여 

‘기업 경 자원 공유를 통하여 추가 발생된 시간

과 비용’라 정의하고, ‘다른 랜드(사업부)와 유

형자원(물류, 생산시설)을 공유해야 할 경우 각 

부서 간 상호 의견 교환을 해 시간이 소요된다

(NP1)', '다른 랜드(사업부)와 인 자원(서비스 

종사원)을 공유해야 할 경우 각 부서 간 상호 의

견 교환을 해 시간이 소요된다(NP2)', '한 랜

드의 서비스 종사원이 단체행사나 종사원의 결원

으로 인해 다른 랜드(사업부)로 지원 나가야 할 

경우 종사원의 업무량은 증가된다(NP3)' 등 총 3

개의 항목을 리커트 7  척도로 측정하 다.

4. 조사 상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외식 경 략, 마 , 조

리․외식경 을 공하는 학원생들을 상으

로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앞선 사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 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국내 외식기

업  3개 이상의 랜드를 다각화한 기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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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N=237)

Characteristic N % Characteristic N %

Genser
Male 151 63.7

Title

Director 2 0.8

Female 86 36.3 Team Leader 23 9.7

Age
(yr)

20~29 46 19.4 Section Head 33 13.9

30~39 159 67.1 Deputy & Worker 179 75.5

40~49 30 12.7

Depart
-ment

Marketing 140 59.1

50~ 2 0.8 Financial/Accounting 12 5.1

Career
(yr)

3~5 155 65.4 Human Resource 9 3.4

6~8 46 19.4 R&D 19 8.0

9~11 20 8.4 Distribution/Purchase 10 4.2

12~ 16 6.8 Others 48 20.3

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45일)까지 실

시하 다. 본 연구의 최우선 설문 응답자는 최고

경 자나 최고경 진을 상으로 설정하 으나, 

이들의 설문이 어려운 계로 각 회사의 기획/마

, 재무/회계, 인사/총무, R&D, 구매/물류 등의 

간부를 포함하여 기업 본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직

원을 상으로 하 다. 이는 다각화 기업의 평가

상으로 기업 수   사업부 수 의 략  오

리엔테이션으로 기능부서 책임자들을 통한 자료

수집이 만족할 만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는 

연구결과(Shortell SM & Zajac EJ 1990)에 따라 

설문의 차선책으로 택한 3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

들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하 기 때문이다(박경미 2007). 설문지는 총 270

부를 배포하여 수거된 설문지에서 응답의 편 성

향이 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

지를 제외하여 총 240부(88.9%)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론  연

구방법과 실증  연구방법을 병행 하 으며, 수

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16.0과 AMOS 

5.0을 이용하 다. 즉, 측정 항목의 내 일 성 평

가를 해 탐색  요인분석과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우선 실시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으로 

집 타당성(합성신뢰도, 표  분산 추출 값), 

별타당성을 검토하 고, 본 연구의 가설을 토

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검

증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표본에 한 인

구통계학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요약되었

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151명(63.7%)과 86

명(36.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30 가 

159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

 46명(19.4%)의 순이었다. 근무기간은 3~5년 

155명(65.4%), 6~8년 46명(19.4%)의 순이었고 12

년 이상도 16명(6.8%)이나 되었다. 직 은 리 

 사원이 179명(75.5%), 부서는 마  140명

(59.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

2. 측정 항목의 신뢰도  타당도 검정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측정하기에 앞

서 측정 항목들의 내 일 성 평가를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다<Table 2>. 탐

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 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겐 값(Eigen value)

이 1.0보다 큰 것을 요인화 하 고, 그 결과 총 5

요인으로 차원화 되었다. 이 게 추출된 요인들

은 변수들의 개념  련성과 선행 연구들의 요

인명을 고려하여 ‘무형  자원’, ‘유형  자원’, 

‘인  자원’, ’자원공유‘, ’시 지‘ 등으로 명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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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ems
Factor loading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Intangible
Resource

TR1 0.010 0.123 0.833 0.184 0.152

TR2 0.062 0.006 0.832 0.116 0.245

TR3 0.087 0.095 0.844 0.143 0.227

Tangible
Resource

IR1 0.115 0.886 0.026 0.112 0.040

IR2 0.086 0.938 0.084 0.082 0.066

IR3 0.210 0.870 0.108 0.096 0.006

Human
Resource

HR1 -0.035 -0.140 0.269 0.186 0.755

HR2 0.078 0.148 0.286 0.003 0.792

HR3 0.201 0.102 0.109 0.171 0.816

Resource
Sharing

RS1 -0.032 0.186 0.140 0.793 0.040

RS2 0.195 0.071 0.174 0.835 0.056

RS3 0.050 0.030 0.112 0.852 0.264

Synergy

PP1 0.840 0.176 0.131 0.033 0.055

PP2 0.931 0.083 0.027 0.077 0.085

PP4 0.928 0.140 -0.010 0.084 0.091

Eigen value 4.778 2.614 1.871 1.527 1.090

Variance of % 31.851 17.429 12.472 10.178 7.266

Total Variance of % 31.851 49.281 61.753 71.931 79.197

Cronbach's α 0.907 0.908 0.855 0.820 0.764

KMO = 0.789, Bartlett‘s test = 2,065.45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Estimate S. E. t-value CCR AVE

Intangible
Resource

TR1 1.000 0.796 fixed

0.784 0.666TR2 0.994 0.784 12.347***

TR3 1.112 0.886 13.292***

Tangible
Resource

IR1 1.000 0.834 fixed

0.892 0.776IR2 1.084 0.947 17.843***

IR3 1.019 0.857 16.276***

Human
Resource

HR1 1.000 0.686 fixed

0.701 0.545HR2 0.779 0.758 9.238***

HR3 0.881 0.768 9.292***

Resource
Sharing

RS1 1.000 0.677 fixed

0.737 0.611RS2 1.214 0.794 10.265***

RS3 1.276 0.863 10.110***

Synergy

PP1 1.000 0.760 fixed

0.863 0.777PP2 1.220 0.930 15.379***

PP3 1.267 0.943 15.463***

x
2
=163.467(p<0.001), df=80, x

2
/df=2.043, GFI=0.917, NFI=0.923, CFI=0.959, RMSEA=0.066

***p<0.001,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다. 한편, 내 일 성 검증을 한 신뢰도 검증

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64 이상이었으며, 설명력은 79.197%

로 조사되었다.

내 일 성을 조사한 다음 본 연구가 설정한 

이론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각 잠재요인별 확

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실시하 다<Table 3>. 그 결과, x2=16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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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 and correlation square of items

Items M±SD
a)

1 2 3 4 5

1. Intangible Resource 4.70±1.13 (0.666)
1)

0.051
3)

0.370 0.180 0.021

2. Tangible Resource 5.36±1.02 0.225
2)**

(0.776) 0.034 0.054 0.080

3. Human Resource 4.79±1.01 0.608** 0.184* (0.545) 0.184 0.063

4. Resource Sharing 4.81±1.11 0.424** 0.232** 0.429** (0.611) 0.046

5. Synergy 4.87±1.18 0.146* 0.282** 0.251** 0.215** (0.777)

**p<0.01, *p<0.05,  a) 7 point-Likert scale (      )
1)

: AVE,  2) R , 3) R
2

<Table 5> Results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ed relationship
Standardized

estimate
C. R. Results

H1a Intangible Resource → Resource Sharing 0.180 2.371* Supported

H1b Tangible Resource → Resource Sharing 0.127 2.028* Supported

H1c Human Resource → Resource Sharing 0.263 2.542* Supported

H2 Resource Sharing → Synergy 0.264 3.158** Supported

x
2
=179.797(p<0.001) df=83, x

2
/df=2.166, GFI=0.910, NFI=0.915, CFI=0.952, RMSEA=0.070

*p<0.05, **p<0.01

(p<0.001), df=80, x2/df=2.043, GFI=0.917, NFI= 

0.923, CFI=0.959, RMSEA=0.066 등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합도 지수인 x2/df 값이 3이하, 

GFI 0.90 이상, RMSEA 0.08 이하와 증분 합도 

지수인 CFI 0.90 이상이면 좋다는 기 (Kuo, WU 

& Deng 2009; 이학식․임지훈 2009)을 모두 충족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잠재요

인 타당성 검증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

iance extracted; AVE)은 그 크기가 0.5 이상, 합성

요인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

의 값은 0.7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는데(이학식․임지훈 2009), 본 연구의 검

증 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의 크기가 모두 0.545~ 

0.777이고, 합성신뢰도 값이 0.701~0.892로 나타

나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리

고 각 잠재요인의 AVE의 값이 요인들 간 상 계

수(R2)보다 크면 요인들 간 별타당도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이학식․임지훈 2009), 이 

한 상 계수의 값(R2)이 0.021~0.370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구성개념 간에 개념타당도가 존재

함을 확인하 다<Table 4>.

3.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기 제안 모형의 합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최종모

형을 선택하 다. 수정 모형의 분석 결과, 최종 이

론 모형의 합도 지수는 x2=179.797(p<0.001) 

df=83, x2/df=2.166, GFI=0.910, NFI=0.915, CFI= 

0.952, RMSEA=0.070 등으로 나타났다<Table 5>. 

우선 기업의 경 자원(무형 , 유형 , 인 )은 자

원공유에 각각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

정하 으며, 그 결과 무형  자원과 자원공유로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β=0.180(t=2.371, p<0.05), 

유형  자원과 자원공유로의 표 화된 경로계수

가 β=0.127(t=2.028, p<0.05), 인  자원과 자원공

유로의 표 화된 경로계수가 β=0.263(t=2.542, 

p<0.05)로 분석되어 가설 1(1a, 1b, 1c)은 모두 채

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2는 자원공유가 정  

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고, 

표 화된 경로계수가 β=0.264(t=3.158, p<0.001)

로 분석되어 가설 2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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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ynergy implementation cost

Low(n=127) High(n=110) Unconstrained
Model χ

2

(df=166)

Constrained
Model χ

2

(df=167)
△χ

2
(df=1)

β t-value β t-value

H3 0.471 4.077
***

0.016 0.131 306.949 313.895 6.946

***<0.001, CMIN/DF=1.849,  GFI=0.856, AGFI=0.792, NFI=0.866, CFI=0.932, RMSEA=0.060

4. 시 지실행비용의 조 효과

본 연구는 기업의 자원공유와 정  시 지 

계에서 시 지실행비용의 조 효과를 분석하

기 해, 잠재요인 간의 계를 free로 한 모형과 

그 잠재요인 간 계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제약

모형을 설정한 뒤 두 모형 사이의 자유도를 고려

한 χ2 차이를 검정하 다<Table 6>. 기본 모형의 

합도는 χ2
(df=166)=306.949, CMIN/DF=1.849, GFI= 

0.856, AGFI=0.792, NFI=0.866, CFI=0.932, 

RMSEA=0.060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설 H3

은 자원공유가 시 지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가 

시 지실행비용을 낮게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더 

강할 것으로 설정하 으며, 본 연구 결과 시 지

실행비용이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 값(Estimate= 

0.471, C.R=4.077)이 높은 집단의 그 경로계수 값

(Estimate=0.016, C.R=0.131)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 다. 그리고 free 모형

과 제약모형의 χ2를 비교한 결과, 자원공유가 시

지에 미치는 인과 계에 있어 시 지실행비용

에 따른 유의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χ
2=6.946>△χ

2
.05(1)=3.84). 이러한 결과는 

Hwang JW(2009)은 기업의 자원공유를 통해 시

지의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이나 해당사업부

문의 성과를 하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는 결과와 동일하 다.

Ⅴ. 결  론

기업이 시 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장기

인 경 략의 안으로 기업이 가진 내부자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잉여자원의 공유를 

통해 효율성 증 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외식기업을 상으로 시 지 창

출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공유의 결정요인을 밝히

고자 하 으며, 연구 범 를 확 하여 자원공유

와 시 지 창출에 있어 시 지실행비용의 부정

인 향 계까지 악하고자 하 다. 

첫째, 경 자원과 자원공유로의 표 화된 경로

계수가 무형  자원 β=0.180(t=2.371, p<0.05), 유

형  자원 β=0.127(t=2.028, p<0.05), 인  자원 β

=0.263(t=2.542, p<0.05) 등으로 기업의 경 자원

(무형 , 유형 , 인 )은 자원공유에 모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1a, 

1b, 1c)은 모두 채택되었다. 박경미(2007)가 사업

부 간 자원공유는 동일한 산업에 속한 사업부문 

간에 유사한 자원들이 쉽게 공유된다는 것과 일

치하 으며, 이는 랜드 다각화된 외식기업의 

모든 자원(무형 , 유형 , 인 )은 자원공유를 

통한 시 지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둘째, 자원공유와 시 지로의 표 화된 경로계

수가 β=0.264(t=3.158, p<0.001)로 분석되어 다각

화 외식기업의 자원공유는 시 지에 정(+)의 

향 계가 있는 것으로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이

는 랜드 다각화된 외식기업의 자원 공유를 통

하여 규모의 경제 실 , 거래비용의 감  효율

성 증가 등 시 지 상승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임

을 밝힌 것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Rumelt RP 1982; Teece DJ 1982; Porter ME 

1985, 1987; Kwon KH 1998).

셋째, 자원공유가 시 지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 시 지실행비용에 따른 유의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χ
2=6.946>△χ

2
.05(1)=3.84) 

가설 3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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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벗어나 자원공유는 정 인 성과 뿐 

아니라 부정 인 효과를 동시에 수반될 수 있음

을 실증분석으로 밝 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외식기업은 랜드 다각화를 통하여 규모

의 경제 실 과 시 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다각화 외식기업의 시 지에 여하는 것은 

모든 내부 경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자원들은 하나하나가 요하기도 하지만 상호 

유기 인 결합으로 자원공유를 통해 정 인 시

지를 일으킨다는 구조  계를 검증하 다. 

둘째, 자원공유와 시 지 발생에 있어 기업의 시

지발생비용에 따른 조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자원공유를 통해 시 지 창출이라는 정 인 

 뿐 아니라 부정 인 으로의 근도 이루

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실무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은 자원공유가 시 지 창출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자원을 보유하는데 집 하

기보다는 보유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장

기 인 성장에 기여될 수 있는가에 을 두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즉, 원재료와 비품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 경제의 실 , 유휴 장비 등

의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 는 정  시

지를 충분히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 마  노하우, 메뉴개발, 마  노하우, 구

매 노하우 등 무형  특성이 강한 외식기업은 내

부자원을 극 활용함으로써 경쟁기업보다 비용 

감소를 통한 차별화된 우 를 추구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외식산업은 고객에게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자원  인 서비스에 한 의존성

이 매우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Jeon HM․Song 

HJ 2012) 인 자원의 확보와 공유는 기업의 성과

에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시 지는 구조  통합 능력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경쟁기업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주요 핵심 원동력인 것이다. 둘째, 외식기업은 

랜드 다각화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의견 공유

를 통해 빠른 응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종사원

의 잦은 교체와 이동으로 발생되는 시간, 비용 등 

시 지발생비용인 부정  향과도 계가 있음

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각 랜드에 

한 특징과 로세서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본사 

조직의 자원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연성을 확

보하고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장

기 인 성장  발 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하 으나, 일반 기업을 상으로 구축된 경

략에 해 외식기업을 상으로 그 범 를 

확 ․ 용한 으로 인하여 몇몇 한계 을 나타

내었다. 평가 상에 있어 각 부서간의 비율이 일

부 편  되었다는 과 근무 연수가 3~5년 이하

의 직원들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 경

학에서 다루어지는 기업 다각화 에서 경

략의 개념을 그 로 용한 에 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외식기업

은 그 규모가 작고 경 략의 이론  틀을 용

한 기연구인 으로 앞선 연구의 한계 을 보

완하여 학문  발 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록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의 이론을 바탕으

로 랜드 다각화된 외식기업만을 상으로 하여, 

기업의 내부자원은 핵심역량과 자원공유로 발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우월한 경쟁우 략을 

선택하여 시 지 창출을 일으킨다는 구조  계

의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

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다각화 외식기업에서 3

년 이상 근무한 직원 237명을 상으로 하 으며, 

가설검정을 해 통계 패키지 SPSS 16.0과 

AMOS 5.0을 활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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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분석 결과, 모형의 체 합도는 x2= 

179.797(df=83, p<0.001)의 수 에서 GFI=0.910, 

NFI=0.915, CFI=0.952, RMSEA=0.070 등으로 나

타났다. 첫째, 무형  자원 0.180(t=2.371, p<0.05), 

유형  자원 0.127(t=2.028, p<0.05), 인  자원 

0.263(t=2.542, p<0.05)은 자원공유에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공유

0.264(t=3.158, p<0.001)는 시 지에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원공유와 

시 지 사이 시 지 실행 비용에 따른 조 효과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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