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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 창업기업 최고 경영자(CEO)의 전략적 지향성이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O의 3가지 다른 차원의 전략적 지향성(고객, 경쟁자, 기술지향)을

살펴보았다. 과거 전략지향성과 성과 간의 연구는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적 지향성이 어떠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지 중간 매개 변수에 대한 분

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CEO의 고객지향성 및 기술지향성은 신제품 개발 과정의 사전기획 역량

과 기능 간 협력을 향상시키고, 종업원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킨다. 반면, CEO의 경쟁자 지향성은 사

전기획 역량과 기능 간 협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중소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Song et al. (2008)의 과

거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Meta-analysis) 결과, 8개

의 신기술 벤처기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을 분석하였

다: 협력업체 통합 (supply chain integration), 시장 규

모, 기업 나이, 창립 팀의 규모, 재무적 자원, 창업자의

마케팅 경험, 창업자의 산업 경험, 특허권 보호 (Song,

et al., 2008). 과거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관련 연구의

초점은 벤처기업의 외부 환경적 요인 (예: 경쟁 정도,

국제화, 시장 성장률 등), 창업 조직의 특성 (창업자의

산업/마케팅 경험 등), 및 벤처기업의 자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Song, et al., 2008). 반면, 중소 창업기업의

전략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한다. 첫째, 전략적 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

를 매개하는 변수를 찾아내어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쾌히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관점을 외부 환경 , 조직 특성 및 자원 측

면에서 전략적 측면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CEO의 전략적 지향성에 초

점을 두고, 그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시장 지향성 관련 연구는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Naver & Slater (1990)는 시장 지향성은 고객을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성과를 창

출해 내는 조직 문화로 정의하였다. 반면, Koli &

Jaworski (1990)는 시장 지향성을 전사적 차원에서 고

객의 니즈에 대한 정보를 생성, 확산시켜 전략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장 지향성

(Market orientation)은 단순히 고객지향성 뿐만 아니

라, 경쟁자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다(Day, 1990,

Narver and Slater, 1990). 고객 지향성은 고객의 욕구

를 간파하여 이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Narver and Slater, 1990). Deshpandé, Farley 및

Webster(1993)는 고객 지향성을 고객 이익을 최우선

하는 경영이념으로 정의한다. 시장 지향성과 함께, 또

다른 전략적 지향성은 기술 지향성 (Technological

Orientation)이다(Gatignon and Xuereb, 1997). 기술

지향적인 기업은 사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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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해법을 찾는다. 즉, 기술 지향성인 기업은 기술

적 지식을 획득하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기술을 신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한

다 (Gatignon and Xuereb, 1997). 본 연구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연구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시장지향성(고객 및 경쟁자)은 기업 내부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같은 심리적인 성과를 향상시킨다. 시장지

향성은 기업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에 달성하도록 협

력토록 한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정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공헌하고 있다는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Kohli and Jaworski,

1990). 한편 기술 지향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 혁신

적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이러한 자극

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할 것이

다 (Gatignon and Xuereb, 1997).

가설 1: CEO의 고객 지향성(1a), 경쟁자 지향성

(1b), 및 기술 지향(1c)은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

키고, 향상된 조직몰입(1d)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신제품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과 함께, 실

질적인 신제품 개발 활동에 앞선 기획 역량 (이하, 사

전 기획 역량: Pre-development planning proficiency)

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다(Langerak, et al.,

2004). Wheelwright and Clark(1992)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von

Hippel(1990)은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CEO의 전략적 지향성은 신제품 개발 활

동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특

히, 신제품 개발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

전 기획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다.

가설 2: CEO의 고객 지향성(2a), 경쟁자 지향성

(2b), 및 기술 지향(2c)은 사전 기획 역량을 향상시키

고, 향상된 사전 기획 역량(2d)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

킬 것이다.

기능간 협력은 조직 구조적인 측면으로, 마케팅, 개

발, 생산 등 기업 기능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

는 것을 의미한다(Gatignon and Xuereb, 1997). CEO

의 특정한 전략적 지향성은 하위 기능 혹은 관련 부서

들 간에 상호 협력 및 소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

다. 과거 연구들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

히 신제품 개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능 간

의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Zirger and

Maidique, 1990).

가설 3: CEO의 고객 지향성(3a), 경쟁자 지향성

(3b), 및 기술 지향(3c)은 종업원의 기능간 협력을 향

상시키고, 향상된 기능간 협력(3d)은 기업 성과를 향

상시킬 것이다.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설문 응답을 통해 얻어

졌다. 본 설문은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및 H 기업

내 벤처육성 조직을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9월에

진행 되었다. 본 설문에 최종적으로 38개 회사에서

168명이 참여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 (29%: 11

개 업체), IT (2개 업체), 서비스 (50% 19개 업체),

개발 (5개 업체) 관련 업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연구를 토대로 CEO의 전략적 지향

성 (Gatignon and Xuereb, 1997), 사전 기획 역량(von

Hippel, 1990, Wheelwright and Clark, 1992,

Langerak, et al, 2004). 기능 간 협력 (Gatignon and

Xuereb, 1997),

조직 몰입 (Kirkaman and Rosen, 1999) 및 기업 성

과(Cooper and Kleinschmidt, 1995, Meyer et al.,

1997, Song and Parry 1997a, 1997b) 측정 항목을 개

발하고 7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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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을 살펴보면 GFI(0.899), AGFI(0.853)

NFI(0.949)로 분석되어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적합도 지수인 RMR(0.097)

과 RMSEA(0.030) 역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

석되어 본 모형은 표본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인

정 된다. 그리고 chi-square 값은 적합도 검정의 척도

로 해석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와 더불어 chi-square

값/df(219.035/190)를 참고적으로 제시한다. 창업기업

CEO의 성향과 조직 몰입, 사전기획역량, 기능 간 협

력, 그리고 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

두 1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CEO의 성향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1을 검증해 보면, 고객지향(β=0.694,

t=6.373)과 기술지향(β=0.291, t=2.433)은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 1a와 1c는 채택되었다. 하지

만 경쟁자 지향은 조직몰입(β=-0.231, t=-2.447)을 낮

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b는 기각되었다. 또한 조

직몰입은 기업성과(β=0.296, t=2.113)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d는 채택되었다.

[그림 2]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다음으로 CEO의 성향과 사전기획역량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고객지향성(β=0.750, t=8.220)과 기술지향(β=0.381,

t=4.049)은 사전기획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2a와 2c는 채택되었으나, 사전 기획 역량에 대한 경

쟁자지향(β=-0.063, t=-0.847)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2b는 기각되었

다. 그리고 사전기획역량은 기업성과(β=0.201,

t=2.579)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d는 채택되

었다. 마지막으로 CEO성향이 기능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3의 검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고객지향(β=0.702, t=6.889)과 기술

지향(β=0.228, t=2.113)은 기능 간 협력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기능 간 협력은 기업성과(β=0.411,

t=3.772)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a, 3c 및 가

설 3d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경쟁자지향이 기능 간 협

력(β=0.009, t=0.109)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가설 3b는 기각되었다. 본 가설 검

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모형을 그려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CEO의 전략적 지향성이 신제품 개

발 역량 (사전 기획 역량), 기능 간 협력 및 종업원의

태도(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국내

중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전략 지향성

중 고객 지향성 및 기술 지향성은 신제품 개발 과정상

의 사전 기획 역량, 기능 간 협력 및 종업원의 조직 몰

입 수준을 향상시키다. 반면, CEO의 경쟁자 지향성은

사전기획 역량 및 기능 간 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

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전략적 지향성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

인 관계를 갖기 보다는 기업 활동 및 종업원 태도 등

에 의해 이들 간의 관계는 매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

개되어지는 변수로서 종업원의 조직몰입, 신제품 개발

역량 중 사전기획 역량, 기능 간 협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연구에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

사점을 전달해 주고 있다. 우선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는 과거 전략적 지향성 관련 연구들의 지식을

보다 확장시켜주었다. 예컨대, 시장 지향성 연구들은

시장 지향성이 기업의 어떠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하여왔다. 반면, 시장 지향성이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다. 즉, 기업의 시장 지향성

이 기업 활동 및 종업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이

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적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기 보다는, 기업 내부 활동에 의해 매개됨을 보

여주고 있다.

둘째, 과거 연구들은 특정 전략적 지향성에 한한 연

구(시장 지향성)를 하였다. 또한, 고객 및 경쟁자 지향

성 각각 독립적인 전략적 지향성으로 연구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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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 지향성(Market orientation)을 구성하는 하

위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전

략적 지향성을 3가지 독립적 차원(고객, 경쟁자, 기술)

으로 정의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는 각각의 전략적 지향성이 기업 활동에 상이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음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고객/기술

지향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쟁

자 지향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는 기

업은 다양한 전략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전

략적 지향성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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