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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 환경에서 경쟁우 를 하기 해 기업은 끊임없는 신을 추구해야 하고, 신 략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기업 내외부 시스템을 략수행에 맞게 설계하여 운 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 략 수 과 기업특성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 략 추진을 뒷받침해  기업특성을 사회  네트워

크, 리통제시스템, 신문화로 구분한 후 신 략 수 과 이들 기업특성 변수들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의 목 을 분석하기 해 동남권 소재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수집된 135부의 기업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다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 략과 사회  네트워크 수 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 략과 신  리통제시스템 수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성

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 략과 신문화 수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

과가 더욱 높은 겻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기업이 추진하는 신 략에 맞게 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 하는 기업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신성과가 더욱 높다는 것으로 추진하는 략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

는 그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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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며 범 한 기술변화에 응할 수 있어야 한

다. 기업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높은 

신수 과 타 기업에 비해 경쟁우 를 할 수 

있다. 

기업이 선택하는 략의 유형에 따라 기업 내 

신의 필요성  요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다. 선도 략(prospectors strategy)이나 제품 차

별화 략(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y)과 같

은 조직  제품의 신을 강조하는 략을 추

구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운 에 있어 신 수

이 높을 수 있다(Miles et al. 1978; Porter, 1985). 

이처럼 기업이 추구하는 략이 효율 으로 수

행되기 해서는 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이 략

수행에 합하게 설계되어 운 되어야 한다. 단

순히 신 인 략을 추구한다고 해서 략실

행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내 다양한 시스템들이 략 수행에 합하게 운

되어야 략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략실행과 략실행을 뒷받침 해주는 기업 

내부 시스템 간의 련성을 분석한 기존 선행연

구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략에 따라 기업들

이 어떠한 리통제시스템을 극 으로 도입하

여 활용하는지를 분석하 고(Langfield-Smith 

2007), 반 로 기업이 구축한 리통제시스템이 

신을 진하는데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Bisbe and 

Otley 2004 등). 

경 략, 리회계시스템, 기업성과 사이의 

련성을 분석한 일부 국내 연구들도 기업이 선

택한 략에 따라 리통제시스템을 어떻게 설

계하여 운 하고 있는지에 을 맞추었고, 실

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신 략 수

과 신 략을 추진하기 한 기업 내 시스템 

간의 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체계

인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 다(반태 과 송신

근, 2012 등).

기업의 경 환경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상

황에서 기업 신은 무엇보다도 요하다. 기업

신은 신을 지속 으로 추구할 기업 내 다양한 

시스템의 효율  운 하에서 가능하다. 기업이 

신만을 지속 으로 추구하고 기업 내부 시스

템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신추구에 한 성과

를 기 할 수 없을 것이고, 타 기업과의 경쟁에

서도 우 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신

략 수 에 맞게 기업 내부 시스템이 히 

설계되어 운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신성과 

창출에 있어 무엇보다 요한 요인이다. 이런 맥

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 략 수 을 

측정하고, 이에 합하게 기업 내․외부 시스템

을 운 할 경우 신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한 연구를 수행해 으로써 기업이 신성

과를 창출하기 해 내․외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여 운 해 나갈 것인지에 해 많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추구하고 있는 

신 략 수 을 측정하고, 략수 에 합한 

내․외부 시스템을 운 할 경우 신성과가 어

떻게 달라지는 지에 해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

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을 사회

 네트워크 수 , 리통제시스템 수 , 신문

화로 구분하여, 신 략과 기업특성 간의 합

성이 실제 다양한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체

계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

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업이 추구하는 략이 기업의 리통

제시스템 구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은 선행되었으나, 신 략의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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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시스템 운  련 기업특성 간의 합

성을 측정하여, 합성이 높을수록 실제 신성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무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리통제시스템 수 을 

사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신문화의 3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 하여 분석하 다. 사회  

네트워크는 기업 간 장기 으로 유지되는 계

와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  련성에 있어서 

조직들 간의 교류를 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리통제시스템은 략실행을 뒷받침 해  산

편성, 품질 리, 재고 리 등과 같이 계획․통제

하는데 필요한 신  통제시스템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문화는 개방 이고 유연한 소통

과 구조를 제공하는 조직 내의 비공식  문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업특성을 크게 3가지로 

세분화하여 신 략 수 과의 합성이 신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연구는 

무하며, 이런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

교에서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연구가설에 해 제시하 고, Ⅲ장

에서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 변

수에 한 조작  정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에 해 기술하 다. Ⅳ장과 Ⅴ장에서는 실

증분석결과  연구의 한계 , 미래연구방향에 

해 제시하 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 기업전략과 기업특성간의 적합성

본 연구의 목 은 신 략 수 과 기업특성 

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 데 있다. 

기업이 설정한 략이 효율 으로 실행되기 

해서는 기업 내․외부 특성이 략수행에 맞게 

히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이 략 실행에 부

합한 내․외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한다면 

운  효율성 하는 물론이고 략 실행의 효과

성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략과 략 실행을 뒷받침해주는 내․외부 시스템 

간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선행된 바 있다.

략과 리통제시스템, 이들 간의 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신 략 수 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 략수

과 리통제시스템 사이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 리통제시스템 수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략과 련된 표 인 선행연

구로 Miles et al.(1978), Poter(1985) 등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먼  Miles et al.(1978)는 략을 

경 자가 기업이 처한 환경에 처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격형(prospector) 략과 

방어형(defender) 략으로 나  수 있다고 하 다.

Poter(1985)는 Miles et al.(1978)의 략유형을 

더욱 체계화하여 기업 략을 결정하는 다섯 가

지 경쟁요인(잠재  시장 진입자, 체재의 , 

구매자의 교섭력, 공 자의 교섭력, 기존기업간

의 경쟁)을 제시하 다. Poter(1985)는 경쟁우  

이론을 보충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략을 원가

우 략, 제품차별화 략, 집 화 략으로 구분

하 다. 원가우 략(cost leadership strategy)

은 생산성과 효율성 증 , 원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경쟁기업에 비해 더 낮은 원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시스템을 지속 으로 개선하는 

략이고, 제품차별화 략(differentiation strategy)

은 경쟁기업보다 독특하고 우월하다고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략이며, 집 화 략(focus strategy)은 특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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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으로 목표 상을 집 하여 시장경쟁의 범 를 

보다 축소하기 한 략이다. 

의 시장경제에서 부분의 기업들은 신

을 통해 경쟁기업과의 잠재  업무 수행의 격차

를 이거나 경쟁우 를 확보하고자 하며, 많은 

기업들이 제품 차별화 략을 통해 격차를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orter 1985 등). 제

품 차별화 략을 강조하는 기업은 지속 인 기

술개발과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여 새로

운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며, 품질개선과 고객욕

구변화에 신속하게 응하고자 한다(Porter 

1985). 기업은 신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가

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만의 새로운 기술

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데, 제품 차별화 략은 체로 새로운 제품 속

성을 확인하고 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해 연

구개발  마 에 한 투자규모를 확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제품 차별화 략을 채택하는 기업은 제품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운 되기 때문에, 고객의 가치를 우선

으로 반 한 제품이 개발되기에 알맞은 환경을 

찾고자 한다. 과거에는 한 수 에서의 환경

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시장 환경에서는 기업이 소비

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해 최 의 기업 내 리시

스템을 운 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De Wit and Meyer 1999). 

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은 기업 내의 경 자

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 이해 계자와

의 계가 직무수행에 도움을 다는 기  하에 

비공식 이고 력 인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

는 과정을 말한다. 경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를 우선으로 하여 기업의 운 에 이용하는 것

을 의미하며(Osland and Yaprak 1995), 조직구

성원이 과업수행이나 심리  만족을 얻기 해 

조직 내․외의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계망이라고 정의하기도 하 다( 수진 2006). 이

러한 외  련성은 비공식 인 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 사회  네트워크와 련되어 

있다. 사회  네트워크는 조언 네트워크(advice 

network),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ork), 장애물 

네트워크(hindrance network), 친구 네트워크

(friend network)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진

동철과 홍아정 2012 등). 이러한 사회  네트워

크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더 유

리한 우와 인맥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 이 있다(Mahama 

2006 등). 

일부 조직의 경우 사회  네트워크는 조직 간 

교류와 같은 례 인 방식으로 여겨졌다. 사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그것은 제도화되고,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일부가 된다

(Merchant 1985). 이런 식으로 사회  네트워크

는 조직의 교류에 용되는 리통제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Galbraith(2005)는 고객 심

의 기업이 발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고객과의 

계를 기업의 가장 요한 자산으로 고려하

다. 제품 차별화 략을 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을 더 효율 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

춤형  개인별 제품, 서비스, 지원, 교육  컨

설 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계를 개발하도록 

극 권유받을 것이다(Galbraith 2005). 

Noteboom(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

크가 신  조직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기

업은 내부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이해

계자의 인식과 역량, 네트워크간의 교류가 필요

하다. 상호 보완 인 자원의 존재로 인해 조직의 

학습에서 시 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은 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Osland and Yap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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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공통된 문제의 해결, 상치 못한 변화에 한 

응, 정보의 공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효

과는 신을 장려할 수 있다. Pennings and 

Harianto(1992)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신 능력

과 신의 채택은 조직 간의 상호 네트워크 연

결에 의해 강력하게 증 될 수 있다고 하 다.

제품 차별화 략을 채택하는 기업에서는 제

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업 

내 구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품의 다양

성과 복잡성은 다양한 운 방식을 통합하기 

한 통제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Lawrence 

and Lorsch 1967; Merchant 1981). 통제시스템은 

산편성, 기업가치 분석, 원가계산  투자가치

평가 등의 기획  통제에 사용될 수 있는 명확

한 실무상의 활용기법들을 의미한다. Simons 

(1987)의 연구에서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

업들(차별화 략을 사용할 것으로 기 할 수 있

는 기업들)은 원가의 통제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업에서는 정확한 산통제, 제품에 

한 모니터링, 측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 다. 

차별화 수 이 높은 조직은 더 통합된 통제시스

템(공식  통제)을 채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경 자가 제품차별화 략과 련된 다양한 활

동들의 상호 련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제품 차별화 략의 기업은 종업원들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리하는데 집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Quinn 1980). 기업은 제품

차별화 략을 선택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유지

하기 해 종업원에게 제품의 개선  변화, 고

객에게 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De Wit and 

Meyer 1999). 이러한 략의 성공은 력, 유연

성  응 등을 통해 신을 장려하는 조직문

화에서 가장 효과 으로 달성된다. 를 들면, 

기업의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이

디어 회의에 참여하고, 종업원과 경 진의 력

을 장려하는 경우 신제품 개발과 련된 략의 

개발 등이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내 문화는 소통의 장벽이 없으며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극 반 하

는 기업의 분 기에서 가장 효과 으로 나타난

다. 기업의 문화는 유기  결정과 소통과정

(Chenhall and Morris 1995), 기업통제의 응

(Kotter and Heskett 1992), 문화 통제(Merchant 

and Van der Stede 2007)로 설명되었다. 

진취  문화를 가진 조직은 외부환경변화에 

해 신속하고 극 인 응을 한다. 수익성보

다는 제품  시장개발을 더 요시하여 변화를 

극 으로 수용하고 과감하게 응하며, 험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문화 유형은 조직 

내에 더 많은 신을 가능하게 하며 신 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Mintzberg 1979, Miles et 

al. 1978, Miller and Frison 1986). Abernethy 

and Lillis(1995)는 차별화 략을 선택한 기업들

은 업무상의 연락을 자발 을 취하면, 1:1 만남 

 수평  조직구조와 같은 유기  신문화를 

더욱 이용할 것이라고 하 다. Gupta and 

Govindarajan(1984)은 제품 차별화 략을 채택

하는 기업들은 덜 형식 이고, 주 인 업무 수

행 평가 시스템들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 다.

조직의 문화와 련된 연구에 따르면 조직이 

잘 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개방 으로 소통

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종업원이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참

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직의 문화는 신을 지

지하는 조직일 것이라고 하 다(Burns and Stalker 

1961; Quinn 1980). Mintzberg(1979)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  신과정의 역할에 

해 연구하며, 보다 더 개방 이고 비형식 인 

조직문화가 신을 지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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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Burns and Stalker(1961)는 유기  

조직이 기계  조직보다 신을 하는데 더 합

하다고 하 다. 이는 의사결정과 소통에 있어서 

유연한 근 방식이 개인의 참여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며, 신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들

이 자유롭게 소통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행동의 

구는 신을 장려할 수 있는 조직 내부  통

제에서 요한 속성이 될 수 있다(Simons 1995).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통제시스템이 신조직

에 알맞지 않다고 주장하 다(Burns and Stalker 

1961; Mintzberg 1979; Quinn 1980). 하지만 최

근 연구에서는 통제시스템이 신을 장려하는 역

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Chenhall 

and Morris 1995; Simons 1995 등). 본 연구에서

는 통제시스템(공식  통제)과 신의 련성을 

투자평가기법, 증분분석, 활동기 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산편성, 생산 리와 

같은 계획과 품질 리, 재고 리, 내부감사  

업무평가와 같은 통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리

회계실무의 측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Davila 

et al. 2006; Chenhall and Morris 1995). Davila 

et al.(2009)은 통제시스템이 신 로세스를 구

성하기 한 정보수집과정에 필요하다고 하 다. 

Haas and Kleingeld(1999)는 통제시스템을 사용

하여 유연한 정보와 신  사고를 통합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를 들면, 투자평가, 증분분석, 

산편성, 활동기 원가계산은 다양한 신  아

이디어나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

이디어를 내놓는 방식으로부터 나온 기술 , 상

업  결과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통제시스템들은 SWOT분석 같은 기법

과 내  능력의 분석을 통해 더 신 인 노력

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의 잠재  부

문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추구하는 략에 

따라 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

야 하는지, 신  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할 경우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합성 개념을 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한 신 략의 추구, 리통제시스템의 효율

 운 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과를 단편 으로 측정

하여 분석에 활용하여 리통제시스템의 효율  

운 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 략 수 을 측

정하고 신 략 수 에 맞는 기업특성(사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신문화)을 갖춘 기

업의 경우 신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

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신 략과 기업특성간의 합성이 높

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 략과 사회  네트워크 수

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신 략과 리통제시스템 수 간

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신 략과 신문화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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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신 략 수 과 신 략

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한 하  시스템을 기

업이 어떻게 설계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하여 이들 사이의 합성이 높은 기업에서 실제 

신성과가 높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신 략 수 과 기

업특성(사회  네트워크, 리통제 방식, 신문

화), 신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리커드 5  척

도로 측정한 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신 략

과 기업특성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기업특성은 사회  네트워크 수 , 리통제시

스템 수 , 신문화 수 으로 나 어 측정하고 

이들 각각과 신 략 수  간의 합성이 신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 분석모형에 있어 핵심변수는 신 략과 

기업특성간의 합성 변수이다. 이들 간의 합

성 정도는 5  척도로 측정된 신 략 수 값

에서 5  척도로 측정된 기업특성 변수값을 차

감하여 측정하 다. 즉, 차이 값이 높을 경우 

합성이 낮고, 차이 값이 낮을수록 합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 략과 기업특성 

간의 합성과 신성과 사이에 음(-)의 련성

을 기 할 수 있다. 

상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신 략의 추구가 보다 요한 

벤처기업을 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설

문지를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하고 

동남권 소재 벤처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 은 기업의 신 략 수 과 기

업특성 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해 신 략, 기업

특성, 신성과에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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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평가에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한 구체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혁신전략 

신 략은 끊임없는 변화와 신을 통해 산

업을 선도하는 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개량이나 차별화, 환경변화에 한 신속한 

응과 기회포착 능력, 동종 업종 내에서의 선도

, 변화주도자 역할을 수행 수  등 5개 설문문

항을 바탕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변수에 

한 구체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 략

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는 기업 내부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이해 계자의 인식과 역량, 상호소

통 수 을 의미한다. Pennings and Harianto 

(1992)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신 략

은 조직 간의 상호 네트워크 연결에 의해 강력

하게 증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런 맥락에

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특성 변수로 사회  네트

워크 수 을 고려하여 신 략과 사회  네트

워크 수 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사회  네트워크 수 은 

Pennings and Harianto(1992), Noteboom(1999)

의 연구를 바탕으로 응답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외부 조직 간의 친 감, 타 기업과의 거래의 신

뢰성, 조직 신에 필요한 정보공유 수  등 5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변

수에 한 구체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회  네트워크

2.3 관리통제시스템

신 략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기

업의 리통제시스템이 신 략 추진을 충분히 

뒷받침해  수 있어야 한다. 신 략 수 과 

리통제시스템 수 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산

의 효율  통제를 한 리통제시스템 운 , 

신  리회계기법의 활용, 신  원가 리를 

한 ABC, ABM 도입 활용, 기업의 성과를 측

정하고 평가하기 한 성과평가시스템 활용 등 

5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변수에 한 구체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리통제시스템

2.4 혁신문화

신 략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구

성원의 참여와 친화, 사기와 응집성, 개개인의 

능력개발  발 을 시하고 조직의 성장  

새로운 것에 한 도 을 강조하는 등의 기업문

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 략 수 과 신

문화 수 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참여도, 부서간의 활발한 정보공유, 새

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장려하는 기업문화 수  

등 4개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5  척도로 측정

하 다. 변수에 한 구체  조작  정의는 다음

과 같다.

  : 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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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혁신성과 

신 략의 효율  추진은 조직의 신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 략, 기업

특성(사회  네트워크 수 , 신  리통제시

스템 수 , 신문화 수 )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경쟁사 비 최근 3개년 

동안의 신제품 수,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서비스 

신 수 , 경쟁사 비 기술력 수  등 4개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 신성과

3. 표본선정

앞에서 제시한 제반가설의 실증분석을 해서

는 신 략의 추구가 보다 요한 벤처기업을 

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8월 1일 재 

워크아웃 혹은 법정 리에 속하지 않은 동남권 

소재 소기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는 지

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제시된 기업을 상

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 으며, 사  

화 과 담당자 선정  확인 후, e-메일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달하여 작성하게 하

고 회수방법은 직 수령, e-메일을 이용하

다.

설문응답 의향이 있는 기업을 상으로 163개 

설문지를 배포하 고, 이  15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부실하게 응답된 2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32부의 설문지를 상으로 SPSSWIN 

23.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실증분석에 있어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의미

를 지니기 해서는 연구자가 기 하고 있는 개

념을 정확하게 반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실증분석에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의 타당

성을 검증하 다.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

으며, 요인회 방법으로는 직각회 방식  VARI- 

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아

이겐 값(eigen value)을 기 으로 추출하는 방법

을 활용하여 아이겐 값 1 이상인 것을 선택하

고 요인 재량 0.6을 단기 으로 설정하 다. 

각 변수에 한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 다. 타당성 분석결과 리통제방식 

 5번째 설문항목(MC-5), 신성과  4번째 

설문항목(IP-4)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들이 

신 략, 사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신

문화, 신성과에 0.6이상으로 재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단된다.

아울러 연구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일

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신뢰성 

측정방법으로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 

측정치를 통한 내  일 성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  값을 활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한 0.7 이상을 신뢰성 단기 으로 사용하 다.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 검증 결과, 크론바 

알  값이 0.7 이상을 보이고 있어 변수이 신뢰

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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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타당성 분석결과

측정변수 변수명
성  분

1 2 3 4 5

독립

변수

신

략

IS-1 0.748 0.355 0.257 0.299 0.127

IS-2 0.755 0.280 0.320 0.317 0.076

IS-3 0.739 0.284 0.351 0.315 0.107

IS-4 0.755 0.281 0.330 0.287 0.170

IS-5 0.755 0.307 0.242 0.205 0.204

사회

네트

워크

SN-1 0.339 0.737 0.224 0.360 -0.024

SN-2 0.278 0.745 0.273 0.380 0.078

SN-3 0.352 0.719 0.329 0.325 0.116

SN-4 0.281 0.727 0.340 0.301 0.076

SN-5 0.417 0.643 0.344 0.194 0.105

리

통제

시스템

MC-1 0.279 0.278 0.786 0.264 0.020

MC-2 0.290 0.257 0.773 0.343 0.121

MC-3 0.256 0.266 0.798 0.189 0.044

MC-4 0.448 0.309 0.674 0.197 0.136

MC-5 0.458 0.326 0.473 0.312 0.036

신

문화

IC-1 0.315 0.259 0.276 0.767 0.130

IC-2 0.287 0.399 0.244 0.713 0.145

IC-3 0.282 0.417 0.334 0.685 0.199

IC-4 0.290 0.434 0.187 0.678 0.097

종속

변수

신

성과

IP-1 0.168 0.114 0.154 0.175 0.848

IP-2 0.162 0.136 0.094 0.102 0.870

IP-3 0.002 -0.069 -0.065 -0.004 0.909

IP-4 0.337 0.189 0.399 0.552 0.026

아이겐 값 4.536 4.092 3.936 3.625 2.566

설명된 분산(%) 19.721 17.791 17.113 15.763 11.158

설명된 분산의 19.721 37.512 54.625 70.388 81.546

<표 2>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명 신 략 사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신문화 신성과

항목수 5 5 4 4 3

크론바 알  값 0.955 0.944 0.931 0.931 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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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각 변수

들의 기술통계량과 상 계 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설문자료에 의한 변수 값(5  척도로 측정)의 

평균은 2.819부터 2.930까지의 값을 보 고, 표

편차도 0.944에서 1.032까지의 값을 보여 각 설

문문항에 한 응답값들이 평균값을 심으로 

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가 의

미를 지니기 해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

공선성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 계

분석의 경우 일반 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가 0.6이상일 경우 다 공선성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표 3>에 의하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상 계를 보 으나 모두 0.5이하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크게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추가 으

로 본 연구에서는 상 계가 높은 변수들 사이

의 다 공선성 존재를 확인하기 해 회귀분석 

시 분산확 인자 검증을 조사에 추가하여 검토

하 다.

<표 3> 기술통계량  상 계 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IS SN MC IC IP

IS 2.878 1.009 1

SN 2.819 0.989 0.385*** 1

MC 2.829 0.969 0.458*** 0.414*** 1

IC 2.913 1.032 0.357*** 0.311*** 0.440*** 1

IP 2.930 0.944 0.314*** 0.228*** 0.226*** 0.309*** 1

주) 1) IS : 신 략, SN : 사회  네트워크, MC : 리통제방식, IC : 신문화, IP : 신성과

   2) *** : p<0.01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목 은 신 략을 추구하는 기업

에서 신 략 추구에 합한 기업특성을 가질 

경우 신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사

회  네트워크 수 , 리통제시스템 수 , 신

문화로 나 어 살펴보는데 있다. 앞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신 략과 기업특성 변수는 (사회  네

트워크 수 , 리통제시스템 수 , 신문화 수

)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할 수 있고(기 부호 ＋), 반면 신 략과 기

업특성 변수간의 합성 변수 값은 합성이 높

을수록 낮은 값을 합성이 낮을수록 높은 값을 

보이므로 신성과와는 음(-)의 련성을 기 할 

수 있다.

신성과를 종속변수로 신 략과 3가지 기

업특성 변수, 신 략과 기업특성 변수 사이의 

합성 변수를 주된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우선 신 략과 사회  네트워크 수 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신 략과 사회  네트워크 수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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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 략 추진에 

합한 활발한 사회  네트워크 수 을 보유한 기

업의 경우 신 략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 략과 략추진을 뒷받침해주

는 리통제시스템 수  간의 합성이 신성

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앞의 결과와 

동일하게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 략 수행에 합한 

신  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기업

의 경우,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

자 성과 등 신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신 략을 효율 으로 추

진하는데 있어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합하게 

조성되어 있을 경우 신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해 신 략 수 과 

신문화 수  사이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한 결과,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신 략- 신문화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런 분석결과는 신 략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신성과를 충분히 창출하기 해서는 

략 추진에 합한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신 략, 사회  네트워크 수 , 리통제시

스템 수 , 신문화 수  모두는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

 유의성 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기업이 신 략을 추구하고, 사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수 이 높고 신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신성과

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 략과 이들 기업특성 

변수들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기
부호

  ( 신성과)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상수 1.086 4.971*** 1.153 4.705*** 1.423 6.965***

  ( 신 략) ＋ 0.428 6.489*** 0.409 5.785*** 0.409 0.207**

  (사회  네트워크) ＋ 0.287 4.143***

  ( 리통제시스템) ＋ 0.260 3.494***

  ( 신문화) ＋ 0.399  5.029***

  합성 - -0.420 -3.306***

  합성 - -0.262 -2.049**  

  합성 - -0.503 -4.500***

F-값 44.797***  35.117***  52.314***

수정결정계수 0.495 0.433 0.535

주) *, **, ***는 각각 유의수  0.1, 0.05, 0.01에서 유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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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 략 수 과 기업

특성간의 합성이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 략 추진을 뒷받침해  기업특성으로 사

회  네트워크, 리통제시스템, 신문화로 구

분한 후, 신 략 수 과 이들 기업특성 변수들 

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의 목 을 분석하기 해 동남권 소재 

소벤처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수집된 135부의 기업 설문자료를 바

탕으로 다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 략과 사회  네트워크 수 간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신 략과 신  리통제

시스템 수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성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 략과 신문화 수

사이의 합성이 높을수록 신성과가 더욱 높

은 겻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기업이 추진하는 신 략에 

맞게 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 하

는 기업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신성과

가 더욱 높다는 것으로, 추진하는 략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그에 맞는 기업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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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fit between Innovation Strategy and Company Characteristics on 

Innovation Performance†

Shin, Sung-Wook
*
․Choi, Won-Ju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it between innovation strategy and 

firm characteristics on innovation performance. We conducted surveys for venture companies in the 

Southeast regi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135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First, the higher the fitness between innovation strategy and social network level, the 

higher the innovation performance. Second, the higher the fitness between innov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control system level, the more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Finally, the 

higher the fitness between innovation strategy and innovation culture, the higher the innovation 

perform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nterprise characteristics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novation strategy implementation.

Key Words: Innovation culture, Innovation performance, Innovation strategy, Management control 

system, Soc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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