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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략  치는 성과와 직결되기에, 많

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치의 이익을 밝히는

데 집 하 다(e.g. Baum and Mezias, 1992; 

Deephouse, 1999; Park, 2007; Porac, Thomas, 

and Baden-Fuller, 1989; Porter, 1991; Schimmer 

and Brauer, 2012; 김용호, 2004; 박경민, 2009; 

정재진, 2007). 이들은 이론  실증 연구를 통해 

차별화나 동형화 혹은 그 둘 사이의 균형 을 

취함에 따른 각각의 장 이 있음을 보 다.

한, ‘왜 기업은 략  치를 변화시키는

가?’ 라는 질문에 해서도, 서로 다른 동기가 

존재한다. 략  치 변화는 재 치에서 다

른 치로 변하는 것으로, 다른 기업과 상 으

로 멀어지는 차별화와 가까워지는 동형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차별화를 통한 

이익을 얻기 해 략  치를 이동하기도 하

며, 때로는 성과가 좋은 다른 기업을 모방하여 

동형화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e.g. Gavetti, 

2012; Liberman and Asaba,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리포지셔닝의 동기로 성과 

피드백(Performance feedback)의 향 그리고 여

기에서 정당성과 거집단 성과의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Cyert와 March(1963)의 행동  

기업이론을 통해 소개된 성과 피드백은, 기업이 

자신의 성과를 목표 수 과 비교하여 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성과 피드백은 

험 감수, 탐색 그리고 략  변화 등에 많은 기

업의 행동을 밝힌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e.g. 

Greve, 1998, 2010; Miller and Chen, 1996; 

Mishina, Dykes, Block, and Pollock, 2010; Park, 

2007; 박 철과 홍순복, 2007).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해당기업의 성과 피드

백에 따른 인식과 반응에 을 두고 있으며, 

환경에 한 고려가 부족하 다. 이 문제 은 

Gavetti, Greve, Levinthal, and Ocasio(2012)의 

행동  기업이론의 리뷰에서도 제시된바 있으며, 

향후 성과 피드백 연구에서 환경의 향을 보다 

세 하게 검토해야 함을 지 하 다.

최근 시장논리와 주주가 미치는 향이 증가함

에 따라 외부 환경에 의해 조직문화가 향을 받

기도 하며, 때때로 주주와 같은 청 이 리자 보

다 조직에 더욱 큰 향을 미치곤 한다(Gavetti 

et al., 2012; Davis, 2009; Guillen, 1994; Weber, 

Davis, and Lounsbury, 2009; 김성훈과 박철순, 

2000). 따라서 성과 피드백에 의한 조직의 변화

는 오직 조직의 인식에 향을 받지 않으며, 기

업을 둘러싼 환경의 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략  치 변화로 주변 기업과 차별화 혹은 

동형화 되면, 제도  환경의 향을 받는 정당성

이 변하게 된다. 때문에 Gavetti(2012)의 연구도 

조직의 략  선택에 기업 내, 외부 청 의 설

득이 필수 임을 제시한바 있다.

한 기존 연구는 기업을 둘러싼 거집단

(Reference group)의 성과 변화가 성과 피드백에 

미치는 향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거집단

은 사회  목표수 을 정하는 하나의 기 인 만

큼 조직은 지속 으로 이들의 성과 변화를 찰

하며, 조직의 탐색의 방향이나 범 , 략  

치, 험 감수 등 다양한 행동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피드백에 따른 

략  치변화와 함께 여기에서 정당성, 그리고 

거집단 성과의 향을 살펴보겠다. 다음 장에

서는 이론을 바탕으로 성과 피드백과 기업의 리

포지셔닝 그리고, 여기에 환경  요인인 정당성

과 거집단 성과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3, 4장에서는, 북미 원유 

 천연가스 산업을 상으로 제시된 가설을 실

증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이론  그리고 실무  시사 과 한계 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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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겠다.

선행 연구는 원유  천연가스 산업이 제도  

향으로 인한 성과 변화와, 사외이사의 감시가 

가장 심한 산업임을 보 다(Byard Hossain and 

Mitra, 2007; Han and Wang, 1998). 이처럼 환

경의 향을 강하게 받는 산업으로, 본 연구의 

실증 맥락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실증을 

해 COMPUSTAT에서 제공된 북미 기업의 연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

를 도출하 다.

Ⅱ. 이  론

1. 성과 피드백

본 연구에서 기업의 략  치 변화를 설명

하고자 하는 주된 이론은 성과 피드백으로 행동

 기업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성과 피드백

은 조직이 목표수 을 기 으로 자신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를 단하고 탐색, 나아가 기업의 략  결

과물에 향을 미치게 된다(Greve, 2003a; 

2003b). 조직은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외부조직

과도 비교하여 목표수 을 정한다(Cyert and 

March 1963; Levinthal and March, 1981; 

Festinger, 1954). 이러한 비교에 따른 서로 다른 

형태의 목표수 을 각각 역사  목표(Historical 

aspiration)와 사회  목표(Social aspiration)라 

한다(Greve, 2003b). 역사  목표란 기업이 성과

평가를 해 사용하는 자신의 과거 정보이며, 해

당 기업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단하는 기본이 

된다(Levinthal and March, 1981; Greve, 1998). 

이는 동일한 기업을 상으로 하기에 특징이 상

으로 안정 이며, 정보를 악하는 것이 쉽

기 때문이다(Barney 1991; Wernerfelt 1984; 

Greve, 2003b). 하지만 역사  목표수 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기에, 거집단을 상으로 비

교하는 사회  목표수  한 고려한다. 사회  

목표란 자신과 비슷한 거집단의 성과를 기반

으로 한 목표수 이다(Festinger 1954; Cyert 

and March 1963). 이 게 목표수 과 자신의 성

과를 비교하여, 성과가 더욱 낮은 경우 문제 심 

탐색(Problemistic search)이 발생하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탐색이다. 성과 피드백 연

구자들은 이 이론을 통해 기업이 다양한 략  

변화가 나타남을 보 다(e.g. Greve, 1998, 2010; 

Miller and Chen, 1996; Mishina, Dykes, Block, 

and Pollock, 2010; Park, 2007). 본 연구는 목표

수 과 비교한 성과와 정당성, 그리고 거집단

의 성과가 기업의 략  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2. 기업의 리포지셔닝: 문제중심 탐색과 

기업의 전략적 위치 변화

문제 심 탐색은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 보다 

낮아 실패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동기부여 된다

(Cyert and March, 1963). 문제 심 탐색은 문제

를 해결할 때까지 탐색이 지속되며, 성과와 목표

수  간 차이가 커짐에 따라 탐색의 형태와 범

가 복잡하고 넓어진다(Cyert and March, 1963; 

Park, 2007).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  아

래로 떨어짐에 따라, 외부로 탐색이 향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략  치를 변화시킨다.

한, 피드백을 통한 조직학습이론은 기업이 

과거 경험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

고, 실패가 기존 략이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

호가 된다고 제안한다(Levitt and March, 1988). 

이 게 기존 략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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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새로운 략을 취하게 되며 기업의 략  

치가 변화하게 된다. Denrell and March(2001)

와 Eggers(2012)의 연구 한 실패한 기업이 동

일한 략  선택을 기피함을 보 다. 마찬가지

로, 조직의 성과가 목표수 보다 낮아짐에 따라 

기업은 재 자신의 략  치가 매력 이지 

않다고 단하여 새로운 치로 변화하게 된다. 

그 다면 략  치를 변화하는 기업은 산업 

평균으로부터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기업은 목표수 보다 성과가 낮아짐에 따라 

진 이고 진보 인 활동에 동기부여된다

(Abrahamson, 1996; Abrahamson and Fairchild, 

1999). 한, 성과의 하락은 기업의 험감수경향

(Risk taking tendency)과, 새로운 활동을 늘리게 

된다(e.g. Bromiley, 1991; Lant, et al., 1992; 

Audia, et al., 2000). 이는 열망수 과 성과의 차

이가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탐색(Distant search)

이 늘어나기 때문이다(Cyert and March, 1963). 

탐색의 범 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자신이 속

한 집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Schimmer and 

Brauer, 2012). 따라서 성과가 목표수 보다 낮아

짐에 따라, 기업은 진보 이고 진 인 활동을 

늘리며 략  치가 산업 표 으로부터 멀어

진다.

가설 1: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 보다 낮은 정

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기업의 략

 치는 산업 표 에서 더욱 멀어

진다.

3. 정당성

조직이 속한 조직군(population)의 정당성은 

그 조직군이 사회 으로 당연하게 인지되는 것

으로, 제도주의 그리고 조직생태학을 심으로 이

론 , 실증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e.g. Hannan 

and Carroll, 1992; Suchman, 1995; Kostova and 

Zaheer, 1999; Pollock and Rindova, 2003; 

Sherer and Lee, 2002; Carroll and Hannan, 

2000; Hannan, Polos, and Carroll, 2007). 이들은 

조직이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를 들어, 조직이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면, 외부 청 들은 조직 그 자체와 

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자원 획득 가능성을 

증 시킨다(Hannan et al., 2007; McKendrick, 

Jaffee, Carroll and Khessina, 2003; Zuckerman 

1999). 반면, 조직이 정당성을 잃게 되면, 자원 획

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조직이 정당성을 잃음에 따라 자원획득이 

어려워지는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잠재  거래 상은 특정 기업의 략을 

이해하거나 합리 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면 자원

의 공 을 제한한다(Deephouse, 1999). 이는 정

당성을 얻지 못한 기업이 비합리 이라고 단

하거나, 그 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Hannan et al., 2007). 둘째, 거래 상은 정당성

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더욱 선호하며, 호의 인 

거래를 한다. 이는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당

성을 갖춤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이 함께 증가하

기 때문이다(Galaskiewicz, 1985; Pfeffer and 

Salancik, 1978; Wood, 1991). 반면, 정당성을 갖

추지 않은 기업은 거래를 하기 해 더욱 많은 

유인책을 필요로 한다(Deephouse, 1999). 셋째,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업은 더욱 실패하

기 쉽다(Baum and Oliver, 1991; DiMaggio and 

Powell, 1983). 이는 거래 상이 더욱 높은 험 

리미엄(risk premium)을 지불하도록 한다

(Corell and Shapiro, 1987; Miller and Bromiley, 

1990).

정당성은 기업이 인지  카테고리를 따라 발

생하는 이 뿐 아니라, 략  선택이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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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을 미친다(e.g. Dobrev, Ozdemir and 

Teo, 2006; Kuilman and Li, 2009; Ruef, 2000). 

Hiatt 등(2009)은 사회운동으로 인한 제도  변

화로 기존 조직이 변화함을 보 다. 구체 으로, 

주에 한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소비자들

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음료가 술에서 

청량음료로 바 어 코카콜라와 같은 청량음료 

업체는 그 효능을 강조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시

간을 공유할 때 마시는 음료로 략  치를 

변화시켰다(Hiatt et al., 2009). 이처럼, 조직이 

속한 조직군의 제도  환경은 기업의 략  선

택에 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기업의 략

 치는 그 정당성 획득의 성공과 실패에 직

으로 연결되며, 기업은 략  변화를 하여 

그 내외부 청 들을 설득해야 한다(Deephouse, 

1999; Gavetti, 2012). 한 Davis(2009)와 Weber 

등(2009)은 주주와 같은 청 이 조직의 략  

선택에 향을 미침을 보 다. 본 연구는 기업이 

실패를 인지하 을 때, 더욱 차별화를 하는 략

 선택을 시도할 것이라 제안하 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직을 둘러싼 청 들은 정당성을 획

득한 조직을 더욱 선호하며, 그 지 않은 조직으

로 하여  비용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조

직군의 제도  압력은 차별화하고자 하는 조직

으로 하여  산업 평균에 가까워지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제도주의  조직생태학의 선행연구들은 이 

정당성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형태와 정도 한 

변화한다고 제안한다(Hannan and Carroll, 1992; 

Sine and Lee, 2009; Hiatt et al., 2009). 조직군 

수 의 정당성은 그 조직군 내 조직의 숫자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도(density)와 함께 증가 

는 감소한다(Hannan and Carroll, 1992). 따라

서 산업 내 도가 증가하면 그 조직군의 정당

성이 함께 증가하며, 청 들은 기업으로 하여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더욱 압력을 넣는다. 한, 

정당성의 상실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차별화

에 따른 이익에 한 매력을 감소된다. 이는 차

별화를 하려는 기업으로 하여  외부 청 을 설

득하기 어렵게 만들어, 목표수 보다 성과가 낮

은 기업이 차별화 하려는 경향이 감소된다.

가설 2: 산업 내 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의 낮은 성과와 목표수 간의 차이가 

그 기업의 략  치를 산업표 으

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감소시

킨다.

4. 준거집단 성과

거집단 성과 한 조직의 탐색 방향이나 

략  치 변화에 향을 다. 기업은 그 성과

가 목표수 보다 낮으면 해결책을 찾기 해 탐

색이 일어난다. 본 연구는 거집단의 성과가 하

락하면, 기업의 탐색 방향과 략  치가 그들

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라 제안한다.

리학습(Vicarious learning)이론은 기업이 비

슷한 다른 기업을 찰함으로써 매력 이지 않

은 략  치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조직은 거집단의 행동을 찰한다

(Fiegenbaum and Thomas, 1995; Lant and 

Baum, 1995). 이 게 주변 기업을 찰함에 따라 

기업은 경  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Chuang and Baum, 2003; Kim and 

Miner, 2007; Ingram and Baum, 1997; Miner 

and Haunschild, 1995).

조직은 자신이 직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을 찰하

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Baum, Li, and Usher, 

2000). 조직의 실패는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

들에게 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여, 실패한 기업의 략이나 행동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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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Haunschild and Miner, 1997; Levintahal 

and March, 1993).

기업은 거집단의 성과를 항상 찰하고 있

으며, 그 성과의 하락이나 실패를 통해 해당 

략  치가 얼마나 매력 인가에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직은 그 성과가 략  

치의 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Park, 2007). 따라서 거집단의 성과 하

락은 기업으로 하여  산업 표 의 략  치

가 매력 이지 않다고 단하게 한다. 따라서 다

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거집단이 성과가 

하락했을 때 기업의 문제 심 탐색이 기업의 

략  치를 산업 표 에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가설 3: 거집단의 성과가 떨어지면, 기업의 

낮은 성과와 목표수 간의 차이가 그 

기업의 략  치를 산업표 으로부

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Ⅲ. 방법론

1. 표본

본 연구는 북미 원유  천연가스(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산업을 상으로 하

다(SIC code＝1311). 선행 연구는 원유  천

연가스 산업은 성과에 제도  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동시에 사외이사의 감시가 가장 심한 산업

임을 보 다(Byard et al., 2007; Han and Wang, 

1998). 이에 따라, 최성호와 박경민(2014)은 경쟁

에 따른 기업 리포지셔닝 결졍요인을 밝히며 북

미 원유  천연가스 산업을 분석하 다. 따라서 

성과 피드백에 의한 리포지셔닝에 환경  요인

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에 합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한 자료는 COMPUSTAT의 북미 연

간 회계자료를 통해 얻었으며, 총 자산  매출 

자료가 제거된 데이터는 찰에서 제외하 다. 

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략  

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오직 1년간

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기업 한 표본에서 제외

되었다. 총 538개의 기업과 2896개의 기업-년

(Firm-year)이 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찰

상으로 삼은 기간 에는 2008년 융 기로 인

한 기의 경제상황을 포함함에 따라 다양한 

략  변화를 찰하기에 합하다.

2. 변수 정의

2.1 종속변수

기업의 략  치는 략경  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략  편차(Strategic Deviation)

를 기반으로 한다(Abrahamson and Hambrick, 

1995; Abrahamson and Hegeman, 1994; 

Capenter, 2000; Deephouse, 1999; Finelstein and 

Hambick, 1990). 이 방법은 각 기업의 략  변

수를 설정하고, 이를 산업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

어져 있는지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Finkelstein and Hambrick(1990)의 연구를 따라 

총 6개의 략  변수를 선정하 으며, 이는 각

각 아래와 같다.

(1) 고 집 도(advertising/sales), (2) R&D 

투자 비율(R&D/sales), (3) 공장  장비 개선비

용(net P&E/gross P&E), (4) 비제조간 비(SGA 

expenses/Sales), (5) 재고수 (inventory/sales), 

(6) 재무 버리지(debt/equity).

각 략  변수들은 평균을 0, 표 편차를 1으

로 표 화하여, 산업 평균으로부터의 상  거

리를 구하 고, 이 값에 값을 취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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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해진 개별 략  변수의 측치를 모두 

더해 기업이 산업 평균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 그 략  편차를 구하 다. 

이 값은 각 략  변수의 표 편차의 값

을 사용하기에, 략  편차 값이 크다면 그 

략 치가 산업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1)의 방정식을 따랐으

며, 여기에서 i는 개별 기업, t는 측 시 이며 

Sa, i, t는 략  변수 t시 에 i기업의 a 략  

변수를 나타낸다. Sa, t는 체 산업에서 a 략  

변수의 t시 의 값이다.

Strategic Deviation＝∑ABS[{Sa, i, t－M(Sa, t)} 

                  /SD(Sa,t)]            (1)

본 연구에서는 이 략  편차 변수를 활용하

여 략  치의 변화를 측정하 다(이하, CSD

＝Change of Strategic Deviation). 이 값은 략

 편차는 한 시  의 해당 값으로 나 어 주고, 

그 값에 로그를 취하는 방식을 택하 다. 로그는 

한 시  의 값으로 나 었을 때, 그 분포가 편

향(Skewed)된 형태를 띄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해 취하 다. 계산식은 아래의 식 (2)와 같다.

CSDi,t＝log(SDi,t/SDi,t-1)                   (2)

인과 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해 실제 모델

에서는 변수보다 1시 의 이후의 값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2.2 독립변수

2.2.1 목표수준에 비해 낮은 성과(이하 PBRA＝ 

Performance Below Relative to Aspiration 

level)

상  성과는 성과 피드백 선행연구를 따라 

성과에서 목표수 을 뺀 값을 사용하 다(PBRAi,t 

＝Performance i, t－Aspiration i, t). 본 연구에서

는 성과변수로 총자산수익률(ROA)을 사용하

다. 이는 자기자본이익(ROE)이나 매출액 수익률

(ROS)에 비해 재무구조에 민감하지 않으며, 성

과지표로 보다 일반 으로 사용된다. 성과 피드

백 선행 연구에 따라 목표수 은 해당 기업의 

이 시  성과인 역사  목표수 과 산업 반

 성과지표인 사회  목표수 을 이용하 다

(e.g Greve, 2003b).

목표수 을 정하는 함수는 각 연구에 따라 다

양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제안을 따르고 있다. 첫째, 각 목표수  비 기

업의 성과는 기업이 어떤 목표수 에 주목하는

지에 향을 미친다(March and Shapira, 1992). 

둘째, 기업은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Bromiley, 1991). 이 두 가지 가정에 따라, 

목표수 (Aspiration)은 사회  목표수 (이하, 

SA)과 역사  목표수 (이하, HA)을 함께 고려

한 하이 리드 모델을 사용하 으며, 함수 계는 

식 (3)을 따른다. 

Aspirationi, t ＝I (Pi, t < SAi, t)×SAi, t ＋ I (Pi, t  

             >＝SAi, t) × (1.05) × HAi, t      (3)

I는 인덱스함수로(Index function) 호안의 함

수 계가 참이라면 1, 그 지 않으면 0이 된다. 

Aspirationi, t는 i기업의 t시 의 목표수 이며, P

는 기업의 성과이다. 역사  목표수 은 기업의 

1시   성과를 사용하 으며, 1.05의 가 치를 

주었다.; (1.05) * HAi, t＝Pi, t-1 사회  목표수

은 해당 기업을 제외한 동종 산업 체의 성과 

평균으로 측정하 다.; SAi, t ＝ ∑Pj, t / n-1 n

은 산업 내 모든 기업의 개수이며, j는 동종 산

업 내 다른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 보다 낮은 정도를 

악하기 해, PRA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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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미만의 값을 갖게 되면 그 값에 값을 

취하여 PBRA를 측정하 다.

2.2.2 밀도(density)

제도주의  조직생태학연구들은 조직군 수

의 정당성은 그 산업 내 기업의 숫자가 변화함

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제안하 다

(Hannan and Carroll, 1992).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산업 반의 정당성 악을 

해 산업 내 기업의 숫자로 도를 계산하 다. 

이는 제도주의 혹은 조직생태학연구에서 조직군 

정당성을 악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이다(e.g. 

Sine and Lee, 2009; Hiatt et al., 2009). 단일 산

업을 분석 상으로 하고 있기에, 각 찰 기간 

동안의 기업 숫자를 세어 도를 계산하 다.

2.2.3 준거집단의 실패(이하, RGF＝Reference 

Group’s Failure)

성과 피드백 이론은 기업이 성공 혹은 실패를 

단하기 하여 목표수 을 사용하며, 목표수

보다 낮은 성과는 실패를 의미한다고 제안한다

(Greve, 2003b). 거집단은 스스로 비교할 동일

한 상이 없기에, 역사  목표수 만을 목표수

으로 사용하 다. 따라서 거집단의 평균 성

과가 1시  의 값보다 낮을 때를 구분하여 실

패를 측정하 다.

이를 해 거집단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는 

사회  목표수 이 한 시  의 값보다 낮은가

를 단하여 더미 변수를 추출해 내었다. 이에 

따라, 특정 시 의 사회  목표수 이  시 에 

비해 낮다면 1, 그 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

다. 따라서 이 더미 변수는 거집단이 실패를 

겪었음을 나타내며 가설 3의 조 효과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2.3 통제변수

2.3.1 여유자원(Slack resources)

행동  기업이론에서 제시되었던 탐색 유형 

 하나인 여유자원탐색(Slack search)은 조직에 

존재하는 여유자원을 통해 일어난다(Cyert and 

March, 1963; Greve, 2003a). 여유자원은 “주어진 

정도의 조직의 결과물을 내기 한 최소한의 정

도를 넘어선 자원들”로 정의되는데, 풍부한 자원

을 갖고 있는 조직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상 으로 조직의 성과에 

한 모니터링에서 자유롭다(Greve, 2003b; Nohria 

and Gulati, 1996: 1246). 성과에 한 모니터링

이 엄격할수록,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을 때까지 새로운 로젝트가 일어나

기 어렵다(Lounamaa and March, 1987). 반면, 

여유 자원이 풍부한 조직은 이러한 모니터링의 

향을 게 받기에 성과가 불확실한 로젝트

를 실행이 용이하다. 따라서 여유자원 탐색은 조

직에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해

다. 선행연구 한 여유자원이 기업의 새로운 

략  행동을 가능  할 것이라 제안한다

(Hambrick and Snow, 1977; Nohria and Gulati, 

1996; Moses,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리포지셔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유자원을 통제해주기 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세 형태의 여유자

원을 측정하 다(Bromiley, 1991; Greve, 2003b). ; 

흡수 여유자원(Absorbed slack), 비흡수 여유자원

(Unabsorbed slack), 잠재  여유자원(Potential 

slack) 흡수 여유자원은 매출 비 일반 리비를 

통해 측정되었다(SGAE/sales). 비흡수 여유자원

은 부채 비 당좌자산의 비율로 측정하 다

(cash and marketable securities/liabilities). 잠재

 여유자원은 자기자본 비 채무 비 자기자

본 비율을 통해 측정하 다(debt/equity).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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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잠재  여유자원은 나머지 두 형태의 여유자

원과 반 의 향을 주는데, 이는 채무가 많으면 

차용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2 기업의 규모(firm size)

기업 자체의 특성이 리포지셔닝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기업의 규모를 통제해 주었

다. Greve(2010)는 기업의 규모가 리포지셔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획득이나 험감수 

경향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특히, 

그는 실증연구를 통해 목표수 보다 낮은 성과

를 보인 기업이, 규모가 큰 경우 상 으로 

험 감수 경향이 증가하며 경직성이 낮음을 보

다(Greve, 2010). Levintal(1991) 한 기업의 규

모가 크면 자원의 수 이나 충격에 한 내구성

이 더 높음을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업의 략  치 변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통제해 주었다. 이 값은 해당 기

업의 총 자산을 사용하 으며, 그 분포가 편향되

어 있어 로그를 취한 값으로 정규화 시켰다.

2.3.3 시점 더미변수(year dummy)

산업 반에 걸쳐 있을 수 있는 그 해의 특정

한 향을 통제해 주기 해 각 연도별 시  더

미변수를 취하 다.

3. 모델

본 연구의 자료는 패 데이터이며, 찰 시

에 따라 신규 기업의 진입과 퇴출로 인하여 불

균형자료를 띄고 있다. 모델 선정을 해 하우스

만 검정(Hausman test)을 우선 실시하 으며, 고

정효과모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균형 패  데이터 고정 효과 모

형(Unbalanced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은 각 기업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차

이를 통제해  수 있으며, 기업 고유의 상황에 

한 가정이 필요 없다는 면에서 이 이 있다. 

인과 계 악을 해 종속변수와 다른 변수간

의 1시 의 시차를 두었다. 한, 기업의 략  

이동은 지난 략  이동에 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Auto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 다.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tata 

11.0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의 체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목표수 에 비해 낮은 성과 략  치 변화

정당성 거집단의 실패

<그림 1> 연구의 체 모델

Ⅳ. 결과

<표 1>은 각 변수의 기 통계량인 평균, 표

편차와 함께 각 변수간의 상 계수를 정리하

으며, 여기에서 시  더미변수는 생략하 다.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해 변수 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추정해 보았

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값은 1.01에서 1.07사

이의 값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VIF값이 10

이 넘어가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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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atterjee, Hadi., and Price., 2000; Neter, 

Wasserman, and Kutner, 1985). 1.07은 이 값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값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 기 통계량과 상 계

변수명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1. CSD 0.01 0.26

2. PBRA 0.26 3.78 -0.04*

(0.02)

3. PARA 0.12 1.39 -0.02
(0.37)

-0.01
(0.71)

4. Density 253.23 13.08 -0.02
(0.18)

-0.03
†

(0.06)
-0.01
(0.75)

5. RGF 0.50 0.50 -0.06***

(0.00)
-0.03†

(0.06)
-0.03
(0.13)

0.14***

(0.00)

6. Absorbed
slack 3.87 70.39 -0.14

***

(0.00)
0.14***

(0.00)
0.04
(0.02)

-0.02
(0.30)

0.01
(0.70)

7. Unabsorbed 
slack 5.21 97.75 -0.09

***

(0.00)
0.00
(1.00)

-0.00
(0.94)

0.00
(0.88)

-0.00
(0.96)

0.18***

(0.00)

8. Potential
slack 0.84 15.62 0.02

(0.16)
-0.00
(0.94)

-0.00
(0.89)

-0.00
(0.79)

-0.02
(0.28)

-0.01
(0.74)

-0.00
(0.90)

9. Firm size 2.24 1.06 0.02
(0.34)

-0.18***

(0.00)
-0.10***

(0.00)
0.12***

(0.00)
-0.07***

(0.00)
-0.09***

(0.00)
-0.04*

(0.03)
0.01
(0.38)

주) N＝2896   †p < .10  * p < .05  ** p < .01 ***p < .001

<표 2>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3개의 가

설들의 통계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먼 , 모

델 1은 각 가설에서 검증할 독립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들만 모델에 포함시켰다. 

Intercept는 음의 상 계수를 갖고 있으며, 그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value < 0.05), 

그 결과는 체 변수가 포함된 모델5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변수의 향

이 없다면 기업의 략  치는 산업 평균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잠재  여유자원은 상했던 로 다른 2가지 

형태의 여유자원과 반 의 방향을 띄고 있었고, 

계수가 모두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p-value < 

0.05). 이는 흡수 여유자원과 비흡수 여유자원이 

략  치에 있어서의 조직의 략  치를 

산업 평균에 회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

구는 여유자원을 통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로젝트를 늘린다고 제안하 다. 그 다면, 기업

의 략  치를 산업 표 에서 오히려 멀리 

떨어뜨릴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실증 결과 

나타난 반 의 계는 이후 추가 인 연구가 가

능할 것이다. 

기업 규모의 상 계수는 양수의 값을 띄고 있

었으나(β > 0), 그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p-value>0.05).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략  치 변화에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은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 보다 더욱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략  치가 산업 평균

에서 멀어진다고 제시하 다. 이는 P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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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Below Relative to Aspiration 

level)가 양의 상 계를 가질 것이라 상한다

는 것이다. 검정 결과 <표 2>의 모델 2 는 

PBRA가 양의 상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β > 0). 한, 추정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띄고 있었다(p < 0.05). 이 결과는 가설 1

을 지지한다. PARA 변수는 양의 상 계를 보

이나, 그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0.05). 이는 목표수 보다 성과가 높으면 

재에 만족하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e.g. Greve, 1998; 2003a).

주 효과인 가설 1이 지지되었기에, 가설 2와 

가설 3에서 제시된 Density와 RGF(Reference 

Group’s Failure dummy)의 조 효과를 검정해 

보았다.

<표 2>의 모델 3은 가설 2인 정당성의 증가

가 가설 1의 계를 약화시킨다는 상을 검정

한 결과이다. 즉, PBRA와 Density의 상호작용 

변수인 PBRA x Density 변수의 상 계수가 0보

다 작을 것이라 제안한다. 검정 결과 상했던 

로 그 상 계수 값은 0보다 작았으며, 그 

p-value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체 모

델인 모델 5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2 한 지지되었다.

<표 2> 불균형 패  데이터 고정효과 모형분석 결과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Intercept
-0.1567**

(0.0535)
-0.1685**

(0.0543)
0.0493
(0.3107)

-0.1798**

(0.0565)
-1.7744***

(0.3244)

PBRA (H1)
0.0070*

(.0031)
0.4442***

(0.1175)
0.0068*

(0.0032)
0.5093***

(0.1201)

PARA
0.0198
(0.0083)

0.0113
(0.0086)

0.0209
*

(0.0084)
0.0111
(0.0087)

Density
-0.0009
(0.0013)

0.0078
***

(0.0014)

PBRA x Density (H2)
-0.0018***

(0.0005)
-0.0021***

(0.0005)

RGF
0.0043
(0.0232)

-0.1513
***

(0.0220)

PBRA x RGF (H3)
0.0309

†

(0.0172)
0.0442*

(0.0176)

Absorbed slack
-0.0005***

(0.0000)
-.0005***

(.0001)
-0.0005***

(0.0001)
-0.0006***

(0.0001)
-0.0006***

(0.0001)

Unabsorbed slack
-0.0001

*

(0.0001)
-.0001*

(.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Potential slack
0.0016

***

(0.0004)
.0017***

(.0004)
0.0017***

(0.0004)
0.0017***

(0.0004)
0.0017***

(0.0004)

Firm size
.0514**

(.0207)
0.0559

**

(0.0211)
0.0453

*

(0.0213)
0.0594

*

(0.0212)
0.0501

*

(0.0245)

Adj. R-squared 0.1373 0.1408 0.1462 0.1421 0.1391

Number of observations 2896 2896 2896 2896 2896

Number of groups 538 538 538 538 538

주) N＝2896   † p < .10 * p < .05 **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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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은 거집단의 실패에 따라 가설1의 

계가 강화된다는 조 효과를 검정한 결과이다. 

가설2는 PBRA와 RGF의 상호작용 변수인 

PBRA x RGF의 상 계수가 0보다 클 것이라 

제안한다. 검정 결과 상했던 로 그 상 계수 

값은 0보다 컸으나, p-value는 0.073으로 약하게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체 모델은 모

델 5에서는 상 계수가 0보다 크며 그 값이 매

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001). 이

에 따라, 가설3 한 지지되었다.

자기회귀모델을 사용하 기에, 자기상

(Autocorrelation)의 향으로 분석 결과가 왜곡

될 수 있어, 강건 표 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한 모델을 추가 으로 분석하 으

며, 그 결과 동일하게 세 가지 가설이 모두 지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목표수 보다 

성과가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략  치가 산

업 평균에서 멀어지며, 정당성 그리고 거집단

의 실패의 향으로 그 계가 약화 는 강화

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산업의 정당성과 거

집단 성과가 목표수 보다 성과가 낮은 기업의 

리포지셔닝에 미치는 향을 발견한 것이다. 성

과 피드백 선행 연구들이 환경에 한 고려가 

부족하 던 것과 달리, 조 효과로 산업의 정당

성 그리고 거집단 성과의 향을 제시하 다. 

특히, 북미 원유  천연가스 산업을 실증 분석

하여 환경이 성과 피드백에 미치는 향을 밝혔

다. 산업 내 모든 기업의 회계 자료를 분석함으

로써, 기업의 략  변화를 실증 으로 밝혔다

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을 

지 하기에 앞서 주요 시사 을 먼  살펴보겠

다.

첫째, 제도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환경  요

인인 제도  압력이 성과 피드백에 따른 리포지

셔닝에 미치는 향을 보 다. 성과 피드백 선행

연구들은 기업의 인식과 그로 인한 반응에 

을 맞추었으며, 환경  요인에 한 고려가 부족

하다(Gavetti et al., 2012). 본 연구는 제도  압

력의 향이 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제

한하거나 강화하는 상을 살핌으로써 이론  

연결과 향후 제도  환경이 성과 피드백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다. 를 

들어 조직군 수 의 정당성이 변화함에 따라 실

패를 인지한 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어떻게 바 는지에 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  환경의 

다른 요인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향들을 밝

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거집단의 성과가 떨어지면, 

실패를 인지한 기업이 산업 평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경향이 강화됨을 발견하 다. 거집단

은 사회  목표수 을 결정짓는 상으로, 기업

은 이들을 찰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집단의 성과가 략  치 

선택과 같은 기업의 략  행동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 본 연구

는 기업이 조직의 범  밖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거집단의 실패가 그 선택에 

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직 탐색의 내

부  매커니즘에 거집단 성과가 향을 미치

며, 다른 기업의 성과를 찰하면서 매력 인 

략  치를 선정해 감을 의미한다. 행동  기업

이론은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거집단

의 성과를 고려할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Cyert 

and March, 1963). 본 연구 결과는 이 외에도, 

략  치의 매력도를 단하기 해 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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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실무 인 시사  한 제시한다. 실

증 결과 산업 반의 정당성과 다른 기업의 

찰이 략  치 변화에 향을 미침을 보 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신과 주변 기업들의 성과 

그리고 산업의 정당성 등을 바탕으로 경쟁사의 

략  치 변화를 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자신으로 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을 비할 수 있다.

의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몇 한

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단일 산업을 상으

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특히, 북

미 기업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분석 상 

지역의 지리 , 문화  특징의 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화를 해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국가 혹은 체 산업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려한 략  변수

가 기업의 모든 략  요인들을 담고 있지 않

다. 특히, 산업의 특수성을 완벽히 고려하지 않

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에 알맞은 추

가 변수를 발견하여 변수를 생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기업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

업 반의 정당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 으

나, 산업 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외  형태

가 증가하여 오히려 동형화의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당성을 보다 엄 히 측정하기 

한 다른 변수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는 동일 산업 내 기업을 거집단

으로 가정하고 있다. 행동  기업이론의 연구에

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기업이 상

으로 삼는 거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기업이 인지하는 실제 거집단

을 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는 앞서 제시된 문제 을 보완하는 

동시에, 리포지셔닝 혹은 성과 피드백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밝 나가는 것에 을 

맞출 수 있다. 를 들면, 과거의 실패 경험, 기

업의 규모 등 기업 내부 인 요인들이 성과 피

드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나 문화와 같은 요인들의 

향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신성욱, 2016; 신

효진과 고 희, 2015). 이처럼 기업의 변화와 여

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략  치가 왜 변화하는가에 한 이론  그

리고 실증  기반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이 향후 

기업의 략  치변화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성과 피드백 연구의 거름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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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formance, legitimacy, and reference group on strategic positional 

change

－Evidence from North American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y－

Choi, Sung-Ho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strategic positional change.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performance feedback affects to a firm’s strategic repositioning. Performance feedback is a 

concept that a firm decides whether success or not by comparing its performance relative to its 

aspiration level. Prior studies successively discover diverse behaviors. The study suggests three 

unexplored relationships between performance gaps and strategic positioning. 

First, when a firm’s performance is below relative to its aspiration level, that firm’s strategic 

position will be deviate from the industry norm. Second, as the degree of industrial density 

increases, the tendency that a firm’s strategic position becomes deviate from the industry norm 

decreases. Third, when the degree of reference group’s performance decreases, the tendency that a 

firm’s strategic position becomes deviate from the industry norm decreases.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data of 538 firms that in North America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y. The result reveals that the direction of a firm’s strategic 

change is shaped when firms’ performance is below relative to aspiration level. Also,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as industrial density changes or when reference groups’ performance 

decreas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literature by explaining how a firms’ strategic 

position is decided. Also, this study reveals that reference groups’ performance could affect to 

organizational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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