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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략분야의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성과함의를
도출하지못할여지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미래시점에성공할기업과실패할기업이현재시점에혼재되어있는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보다 변별력 있는 연구결과를 획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특성, 그리고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제시하고, 387개
벤처기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에 근거하여실증분석을실시함으로써전략분야의논의들이 어떤 타당성을가지는지를 벤처

기업을대상으로검증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경영전략중에서는기술혁신차별화전략이, 최고경영자의특성중
에서는혁신성과장기지향성이기업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경영전략과최고경영자의특성간
의상호작용효과의경우원가우위전략과마케팅차별화전략은위험감수성향, 혁신성, 장기지향성모두에대해유의한결합
효과를보여주었다. 반면에기술혁신차별화전략은최고경영자의특성중어느것과도유의한결합효과를보여주지않았다. 
이를 통해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결합될

때영향을미치는반면. 기술혁신차별화전략은기업성과에단독으로영향을미치지만최고경영자의특성과는결합효과가
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본연구는벤처기업의성과제고를위해서는경영전략과최고경영자의특성간에적
합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Biased performance implications are common in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n leading firms in strategic 
management field. Venture businesses in which successful and failing firms in the future are mixed in the present 
could provide a better discriminative result for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We suggest hypotheses 
on how competitive strategy, CEO characteristics, and their interactions affect firm performance. We examine these 
hypotheses through empirical analyses on the basis of a survey collected from 387 venture businesses in order to 
assure the validity of strategic management theories by using more deviated da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novative differentiation from competitive strategies affects firm performance and innovativeness and long-term 
orientation from CEO characteristics affect firm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analyses 
between competitive strategies and CEO characteristics, cost-leadership and marketing differentiation strategies have 
combination effects with risk taking, innovativeness, and long-term orientation, while innovative differentiation 
strategy has no combination effects with risk taking, innovativeness, and long-term orientation. We conclude that 
cost-leadership and marketing differentiation strategies have no direct effect on firm performance but have 
combination effects with CEO characteristics, while innovative differentiation strategy has direct effect on firm 
performance but has no combination effect. Our primary contribution is that we test and confirm that the fit between 
competitive strategies and CEO characteristics are an important consideration to increase firm performance in venture 
businesses.

Keywords : competitive strategy, innovativeness, long-term orientation, risk taking, ventu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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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략분야의 논의들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함으로써논리의타당성을검증하는경우가많

다[1-4]. 하지만 그 이유가 전략분야의 이론들이 일정규
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을 때 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대기업은 벤처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자산, 종업원 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운영되었고, 더 많은 자원과 역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실패하여
도태한기업들이있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대기업은일

정 수준 이상으로 성공하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
적인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반면에벤
처기업은기업규모나 설립연한의 차이 외에도, 아직까지
는 성패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에 성공할 기업들과 실패할 기업들이 현재의 시점에 뒤

섞여있는상황으로볼수있다. 따라서벤처기업은대기
업에 비해 기업 간 편차가 보다 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는 전략분야의 논의들을 벤처기업에 적용했을 때 보다

변별력있는연구결과를얻게될여지가많음을시사한다.
전략분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 기업을 경

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전략분야에서는어떤기업이시장에서다른기업보다앞

서 나갈 때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말하며, 이러한 경쟁우
위를 달성하도록 해주는 방법론을 경영전략1)이라고 한

다. 경영전략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 Miles & Snow[5], 
Porter[6] 등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기업이 특정
한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업이 경쟁자

나 경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관된대응을 할 수있

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7]. 만일 경영전략이 없다면 기
업은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경영자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기업 간의 경

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8]. 대기업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경영자원이 부족하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보다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략분야는 경영전략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

사결정사안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진에 주목한

다.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행위는 최고경영자의 중요한

1)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쟁전략을 의미함.

기능이며[9], 최고경영자의 가치와 인식을 반영한 결과
로서 인식한다[10].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11-12], 이들 논의의 유효성
은대기업보다는벤처기업의경우에보다 명확하게확인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최고경영자
외에도 고위임원, 유관부서 담당자 등 다양한 인원들이
함께의사결정과정에관여할여지가많기 때문에 최고경

영자의 성향이 온전히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

는 반면, 벤처기업은 최고경영자 1인이나 극소수의인원
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

이므로최고경영자의성향이의사결정에보다많은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7,13-15].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과 성과,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
에대해 실증분석을실시함으로써 해당이론의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16-17], 기업 간 편차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벤
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영전략과 최고경
영자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영

전략과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해최고경영자의특성이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전략 수립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성향을어떤식으로고려하는것이효과적일지

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영전략
경영전략의 유형을 처음 구분한 것은 Miles & 

Snow[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진취적 전략

(prospector), 방어적 전략(defender), 분석적 전략

(analyzer), 반응적 전략(reactor)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진취적전략, 방어적전략, 분석적 전략은기업이 경쟁에
대처하는방식이자 기업이 방향성을가지고일관성있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취적전략은신시장의개척을통해성장하는방식으로

서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방
어적전략은기존시장에서경쟁자와의경쟁에서 승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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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객을뺐어옴으로써성장하기때문에운영의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지향한다. 분석적 전략은 두 경영전
략이 혼합 또는 절충된 형태로서 현재의 시장을 지키면

서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반면
에 반응적전략은 어떤그랜드 플랜없이 주어진그때그

때의 상황에 맞추어 기업이 사후적, 수동적으로 대응하
려는 방식으로서경영전략을제대로추구하지않는경우

에 해당된다. 반응적 전략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재하
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변
화하는 환경에휘둘리게된다[7]. 예를들어환경이 빠르
게 변화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
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즈음이 되면

환경은 다시 전혀 다른대응을 필요로하는 새로운상황

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상황인식의 시점과 전략실

행의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기업은 결과적으로

최적화되지 않거나 엉뚱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응적 전략, 즉 기업이 특정한 경영전략을 일관
적으로추구하지않는경우에는성과하락의가능성이높

아진다. 특히 환경변화의 정도가 심하고, 환경불확실성
이높을수록 경쟁전략의부재로인한성과하락의위험성

은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과 기업성과의 관계가 보

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한편 경영전략의 유형을 처음 분류한 연구자는 Miles 

& Snow[5]이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Porter[6]의 전략유형이다. Porter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기업이 추구하는 경쟁우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 전략

(differentiation)과 원가우위 전략(cost-leadership)으로
분류하였다. 원가우위 전략은 경쟁자보다 낮은 원가를
달성하여가격경쟁에서승리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적

이며, 이를 위해 비용절감, 대량생산 등을 추구한다[18]. 
반면에차별화전략은경쟁자와는구분되는배타적인속

성을 가진상품을제공함으로써해당속성을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경쟁사의 상품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혁신, 제품개발 등
을 추구한다[19]. 한편 Porter는 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
전략을동시에추구하는것이기업성과에악영향을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원가우위 전략에 차별화 요인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비용증가를가져와경쟁우위가저하될수

있고, 차별화 전략에 원가우위 요인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 고급
사양적용과정에서의비용증가등에대한 부담이 배타성

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6]. 또한
전략실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략이 상이하거

나 상치되는 조직구조, 경영통제시스템, 보상정책을 필
요로할 수있으므로시장에서의포지션이나경쟁상황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

무르게만들어복수의전략을추구하는것은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0].
일부 연구자들은 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 전략을 동

시에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

하기도한다[21-22]. 하지만이들역시서로다른경쟁우
위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한다. 
현실적으로 차별화와 원가우위 모두를 성공적으로 달성

한 기업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
은 원가우위 전략의 경우에도 다소의 차별화가 필요하

고, 차별화 전략의 경우에도 다소의 원가우위가 고려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3]. 하지만 이는 원가우
위전략과차별화전략을동시에추구하는경우라기보다

는 차별화 기업 간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전혀 고려

안할 수는 없으며, 원가우위 기업 간의 경쟁에서 최소한
의 품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야 할 것이다.

2.2 최고경영자의 특성
전략분야에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진은 경영전

략의수립을포함하여일련의기업내주요의사결정, 즉
전략적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주체로서간주된다. 최고경
영진은자신의가치관이나 인지적 구조에 따라의사결정

을하게 되므로 의사결정의결과들에는최고경영진의특

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24]. 최고경영진의 특성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는 Hambrick & Mason[10]에 의해 시
작되었는데, 이들은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논의에
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최고경영자의 과거 성과[17, 25], 최
고경영진의 규모, 구성, 재임기간[17,26-27], 최고경영자
의 자만심[11], 최고경영진의 다양성[28-30]이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진의 특성

으로 나이[31-33], 근무연한[33], 임기[31], 교육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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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전공분야[31,33], 업무분야[33]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경영자
의 심리적 성향(성취욕구, 모호함에 대한 인내, 위험감
수), 능력과 경험, 리더십 유형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가 많다[34-36].
하지만 전략분야의연구들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스

타일이나개인적특성과같은미시적요인보다는의사결

정자로서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주요한역할이다른 사람들과의관계를통해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 있지 않고, 규
율과 원칙, 조직구조와 같은 경영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분야에서 인식하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주로 위험감수, 혁신성, 장기지향성과 같은 의사
결정자로서의 속성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3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사결정자적 속성에 기한하여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가설
3.1 경영전략과 기업성과
Miles & Snow[5]는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 그

렇지 않은경우에 비해기업성과가 더높다고 설명한반

면, Porter[6]는 복수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경우보다
단일의경영전략을추구하는경우에기업성과가더높다

고 설명하였다. 논의의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한경영전략을 추구함으
로써 더 높은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Miles & Snow는 경영전략의 부재로 기업이
통시적(diachronic)으로 하나의 경영전략을 반복적으로
추구하지 못함으로써 불분명한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Porter는 공시적(synchronic)으로 복
수의 경영전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차별화도 원가우

위도 아닌 불분명한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차별화

전략을중심으로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실

증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차별화 전략
(Baum[38], Sandberg & Hofer[39])이 기업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Miller[40]의 분

류법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기술

혁신차별화전략으로세분한연구들은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고세훈 등[41], 문희철․김창완[42], 오현목 등[43], 
이장우[44])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고세훈 등[41])이 각
각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원가우위 전략(고세훈등[41]) 또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iles & Snow[5], Porter[6]의 논의와 다양한 선행연구
의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H 1. 벤처기업의 경영전략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 1-1. 원가우위 전략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 1-2.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기업성과
벤처기업은새로운 시장을개척하는 과정에서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되므로높은위험의감수를필요

로 한다[45]. 이러한 사업환경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
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이 보다 높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46-48].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위험감수성향이높을수록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

게 해줄 것이므로 기업성과를 높여줄 것이다[49-51]. 
또한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에 기

반을 두고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45]. 새로운 제품이
나 기술은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을 얼마나 혁

신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52-53]. 혁
신성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과정

이며 기업이 기술혁신, 관리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려는 경영관리활동으로 설명된다[54]. 최고경영자가
혁신성을 지향할수록 첨단기술을 적용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강해질 것이고 투자는 과감해질것이

다. 이에따라신제품의도입가능성은 높아질것이고, 이
는 기업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은 적은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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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경쟁우위의달성과성과향상을위해서는자원의효

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Hamel & Prahalad[53]는 자원의
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자원을극소수의프로젝트에집

중시켜야 하며, 이를 최소 몇 년 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적은 자원을 다수의 프로젝트에 분산시
키는 경우 개별 프로젝트에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

하여 어느 프로젝트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매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변
경되는 것 역시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어

져 기존 프로젝트의 성공여지를 낮추게 된다. 따라서 선
택과 집중 및 지속성에 기반을 두고 자금투자와 자원투

입이 이루어지려면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벤처기업최고경영자의특성은기업성과에유의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 2-2. 혁신성은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다.

  H 2-3. 장기지향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경영전략, 최고경영자의 특성 및 기업 성과
전략분야에서는 적합성(fit)의 개념을 강조한다[55]. 

기업의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간에, 그리고 내부적
요인들 간에 상승효과(synergy)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56]. 이러한 상승효과는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하기도 하고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성향 사이에도 존재한

다. 즉 경영전략이 추구하는 방향과 최고경영자의 성향
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3. 벤처기업의 경영전략과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가우위 전략은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갖추기위해경쟁자보다낮은원가를달성하려

는 전략이다[6]. 원가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규
모의 경제, 경험곡선효과 등의 이점을 도모함으로써 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고부담, 제반비용의 절감을 통
해 원가를 낮추게 된다[18]. 원가우위 전략은 일반적으
로 불확실성이 낮은 안정적인 상황을 가져오는데, 이는
기업의 성과향상이 얼마나 효율적 운영과 같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57-58]. 따라
서 원가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현재의 상황에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고정적으

로 지속하게 된다. 만일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상황에대처하기위해마진이나버퍼를확보하려는시도

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해
당기업은효율성은높지만변화에취약한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때 위험성이 높은 의사결정은 다양한 경
우의 수를 발생시켜 급격한 대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

거나 선제적 대처를 위한 여지가 필요한 상황을 만듦으

로써 효율성의 저하와 비용의 상승을 유발시켜 기업의

성과가 낮아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H 3-1a. 원가우위 전략과위험감수성향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차별화 전략은 경쟁자에게는 찾기 어려운 배

타적(exclusive)이고 유일무이(unique)한 속성을 가진 제
품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에게 다른 제품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없애고,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monopolistic 
competition)과 유사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전략이다
[6]. 차별화전략의성공은고객의욕구를얼마나효과적
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차별성을 달성하고자 한다[58]. 따라서 경
영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효

율성보다는 조직의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57].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은
불확실한환경에서 조직이 효과적으로대처할수 있도록

해주므로 위험성을 동반하는 의사결정이 실패로 돌아가

더라도조직에대한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다. 이는성
공했을때에 많은이익을 기대할수 있지만 실패의 위험

도한 큰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해준다.

H 3-1b.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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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

이다. 

차별화 전략은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함

으로서 추구되기도 한다[19]. 혁신과정은 시행착오를 수
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충분한 마진과 버퍼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의 실패를 완충
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작용할수 있으므로실패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다.

H 3-1c.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의 상
호작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최고경영자의 혁신성은 보다 많은 혁신을 추구

하도록 이끌 것이고, 혁신은 보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가
져올 것이다. 이는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용은 원가우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H 3-2a. 원가우위 전략과 혁신성의 상호작용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플이나 3M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바와 같이 혁신
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업의 독특한 이미지로 자리

매김할수있고차별화의기반이될수있다. 최고경영자
의 혁신성은 보다 많은혁신적 제품을시장에 제공할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차별화를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H 3-2b.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혁신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

에기반을둔다. 신제품 개발은혁신에 근거하고, 최고경
영자의 혁신적 성향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

의혁신을추구하도록드라이브를걸고지원하도록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경쟁자와는 더욱구별되는 배타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만듦으로써 차별화를 제고하

게 될 것이다.

H 3-2c.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혁신성의 상호작용

은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원가우위 전략은 비용절감을통한 내부효율성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58]. 따라서 비용을 통
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6]. 비용관리는 주로 재무지표에 근거하는데, 
재무지표는 1년혹은그보다짧은기간 동안의회계성과
로부터 산출된 것이므로 비용통제는 단기지향적인 활동

과 관련이 있다. 투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출되는 비용
인 동시에 미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이다. 
하지만 1년 혹은 그 미만의 회계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
하지못하는투자는단기적시각에서는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높다. 만일 최고경영자가장기지향적인시각을
가진다면 다소 먼 미래의 이익을 내다보고 현재의 비용

지출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가격
경쟁력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의 상승으로여겨

질 것이다. 더불어 장기지향적 시각은 비용발생이 지속
적으로누적되는문제에대해둔감하게인식하고 소극적

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용증가에 민감한 영향

을 받는 원가우위 전략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H 3-3a. 원가우위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함으로서차별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브랜드충성도나 기업평판 등의 요인들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경과에 따라서 천천히

축적되는 경로의존적인 특성(path-dependence)을 가지

기 때문이다[59]. 따라서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최고경영자가 장기지향적인 시각

을 가질수록 효과적으로 차별화의 달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H 3-3b.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작
용은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신기술과 신제품개발과정에

서의 다양한 시도와 많은 실패를 수반하며, 이때의 시행
착오를통해얻어진경험과노하우는향후개발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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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Correlations
Variables Mean SD 1 2 3 4 5 6 7 8 9

1. Cost Leadership 0.12 0.32  

2. MKT Differentiation 0.18 0.38 -0.17***

3. INV Differentiation 0.50 0.50 -0.37*** -0.47***   

4. Risk Taking 2.57 0.96 -0.01 -0.04  0.05  

5. Innovative 3.51 1.02  0.01 -0.20***  0.16**  0.12*  

6. Long-term 3.64 0.98 -0.10*** -0.07  0.06  0.13*  0.34***

7. Sales 22.06 1.56  0.11* -0.03 -0.07 -0.07 -0.03  0.02

8. Employee 72.15 134.11  0.12* -0.01 -0.07 -0.01  0.05  0.03  0.63***

9. Age 9.33 5.85  0.13*  0.04 -0.07 -0.06  0.03 -0.06  0.36***  0.45***

10. Performance 0.00 0.35  0.02  0.00  0.13 -0.03 -0.09  0.11  0.15+  0.04  0.01

1. +: p<0.10, *: p<0.05, **: p<0.01, ***: p<0.001

의미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는 시간과 노력, 
자금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

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장기적 시각의 최고경영
자는 당장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

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고경영자의 장기지향성은 기술혁

신차별화전략의성공에긍정적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H 3-3c.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
작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

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 및 자료 수집
가설의 검증을 위해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실시하였다. 총 565개벤처기업을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7부가 회수되었다. 설문
지의 회수를 위해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사
용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벤처기업의 대표를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나[60-62],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에
는 임원이나 회사 전반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의간부중에서 3년이상근무한직원을대상으로하였다.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경영전략: Porter[6]의 본원적 전략에 기반을 두고 3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한 Miller[40]의 전략유형을 사

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대량생산이나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정도, 2) 마케팅에 주력하여 브랜
드이미지를 높이는 정도, 3) 혁신적인 제품(또는서비스) 
판매 정도, 4) 전략이 없거나 모두 해당 중에 하나를 선
택하도록 하였다.  
최고경영자의 특성: Smith & Miner[50,63]에근거하

여 최고경영자의 성향이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를 선

호하는지(위험감수성향), 제품마케팅보다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는지(혁신성), 장기적인 투자를 중요시 하는지(장
기지향성), 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성과: 5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평균으로 측

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에 매출규모, 종업원 수, 설

립년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과정에 포함하였다.

4.3 자료의 분석방법
벤처기업의경영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벤

처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영전략과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의

특성간의상호작용이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5.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적인 통계량과 상

관관계는 다음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출규모만 기업성과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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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Variables   Model A   Model B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Performance

(Constant)  -1.16(0.522)*  -1.051(0.563)

Independent Variables

Cost Lead. (CL)  0.174(0.108)  0.551(0.568)

MKT Diff. (MD)  0.145(0.096)  0.574(0.452)

INV Diff. (ID)  0.208(0.075)**  0.522(0.409)

Risk Taking (RT)  0.006(0.031)  0.005(0.070)

Innovative (IV) -0.085(0.034)* -0.271(0.066)***

Long-term (LT)  0.078(0.035)*  0.333(0.081)***

CL×RT -0.326(0.095)***

MD×RT  0.266(0.082)**

ID×RT  0.003(0.081)

CL×IV -0.332(0.111)**

MD×IV  0.239(0.099)*

ID×IV  0.016(0.109)

CL×LT -0.311(0.135)*

MD×LT  0.244(0.117)*

ID×LT -0.014(0.116)

Control Variables

Sales  0.045(0.024)**  0.024(0.024)

Employee -0.000(0.000)  0.000(0.000)

Age  0.001(0.006) -0.000(0.006)

Goodness of Fit R2=0.119,
 F=2.08*

R2=0.240
F=2.18**

1. Model A, B: n=148, t values are in parentheses.
2. +: p<0.10, *: p<0.05, **: p<0.01, ***: p<0.001

의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
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허용도(tolerance)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1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

Table 2의 회귀식 A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
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

다. 우선 회귀식 A의 R2=0.119이고, F=2.08 (p<0.05)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 매출규모가 종속변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p<0.01), 

이는 매출규모가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전략 중에서는 기술혁신차별화 전략이기업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기술혁신차별화전략을취할수록기업성과가높아

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 1-1과 1-2는기각되었고, 
1-3은 채택되었다.
최고경영자의특성 중에서는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부

(-)의 영향을(p<0.05), 장기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혁신적인
최고경영자가 혁신적일수록 기업성과가 나빠지는 반면, 
최고경영자가 장기지향적일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의미한다. 반면에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과에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
서 가설 2-1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2-2는 유의미한 영향
을보여주기는했지만예상과는반대의결과를보여주었

다.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5.2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Table 2의 회귀식 B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
성간의 상호작용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우선 회귀식 B의 R2=0.240이고, F=2.18 (p<0.01)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들 중에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원가우위 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의 상호작용은 기업성

과에 부(-)의영향을 미치는 반면(p<0.001), 마케팅 차별
화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의 상호작용은기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원가
우위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의 위험감수성

향이 낮을수록 성과제고에 용이한 반면,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의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성과제고에 유리하다는 것을의미한다. 반면에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의 상호작용은 기

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따라서 가설 3-1a와 3-1b는 채택되었지만, 가
설 3-1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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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우위 전략과혁신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부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p<0.01), 원가우위 전략과 혁
신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원가우위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성과제고에

용이한 반면,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
고경영자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성과제고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혁신성
의의 상호작용은기업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설 3-2a와 3-2b는
채택되었지만, 가설 3-2c는 기각되었다.
원가우위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p<0.05),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정(+)의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원가우위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단기지향적일수

록 성과제고에 유리한 반면,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취하
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장기지향적일수록 성과제고

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과 장기지향성의 상호작용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가
설 3-3a와 3-3b는 채택되었고, 가설 3-3c는 기각되었다.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분석결과에 따르면경영전략 중에서는 기술혁신차별

화 전략만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최고경영자의특성 중에서는혁신성과 장기지
향성이기업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다만 예측과는 달리 혁신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
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의
경우에는모든유형의최고경영자의특성과유의한결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혁신 차
별화 전략은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 어느 것과도 유의한

결합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통해다음의결론을도출할수 있었다. 첫

째, 원가우위 전략과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기업성과에

단독으로영향을미치지않고최고경영자의특성과결합

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또한 기
술혁신차별화전략은기업성과에 단독으로영향을미치

지만 최고경영자의 특성과는 결합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대체로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성과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경영전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기업성과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특정한 경

영전략에 적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최고경

영자의특성이별도로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에 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경영전
략과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매칭 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연구는다음의한계를가지고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은 최고경영자의 특성과의 결합효과가 존재

하지않고기업성과에단독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가우위 전략이나 마케팅 차별화 전략과
어떤차이점이있어서상이한결과를유발했는지에대한

이유와근거에 대한 검토가필요해 보인다. 둘째, 최고경
영자의 특성 중 혁신성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혁신추구로 인한
과감한투자지출이 수익률을 감소시킨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든 변수들은 단일의 설문문항으로 측정
되었는데, Wanous, Reichers, Hudy[64]는 단일문항을

사용하는 단순평가법(single global rating)이 복수문항을
사용하는 합산평가법(summation score)과 비교하여 동
일한수준의타당성을보여준다는 연구결과를제시한바

가 있다[65]. 하지만 복수의 설문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보편적인접근방식임을부인할수는 없으므로다양

한 설문문항을 사용한 측정이 향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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