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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environment uncertainty, local infrastructure, flexible-open firm culture, 

operations performance and marketing performance focus on SMEs.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relation 

among firm size, firm type, firm culture, operations performance and marketing performance as well. The findings 

show that firm has its culture which is preparing environment uncertainty and local infrastructure influence on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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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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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 환경의 특징을 

‘환경 불확실성’으로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

기와 융 기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계화

의 속한 진 은 로벌 경쟁으로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의 변화 그리고 까다로운 고객의 

기 와 요구의 변화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동

시에 기업의 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

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은 변해야만 생존과 

번 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의 불확실

성 시 에 변화에 응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있

고, 학습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극복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불확실성은 기업경

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비하고 노력

하는 기업에게는 도 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외환 기를 경험하면서 의 기업들은 변화의 

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지향 인 기업문화의 정착, 

로세스 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에 응

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 

지난 10여 년간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술 신형 기

업이 목할만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변

화를 수용하고 계산된 험을 감수하려는 진취

인 기업가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지향 이고 

학습지향 인 기업문화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슬기

롭게 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기업이 극 이고 능

동 인 자세로 변화를 수용하려는 기업문화를 통

해 극복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인 라가 본원 인 활동에 향을 

주듯이 지역인 라의 지원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몇 년 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문구로 지

방자치단체를 알리는 고를 라운 은 물론 도

시의 , 교통 시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인 라가 기업의 경 활동에 

얼마나 요한 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인 라가 경

활동에 뒷받침된다면 기업이 변화에 응하여 

극복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 인 

경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 자원, 설비, 자본구조 등 가

용자원이 취약한 소기업에게 지역인 라는 운

과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환경 불확실성과 지역 인 라가 기업문

화에 미치는 향과 기업문화가 기업성과로 이어

지는 인과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 불확실성에 민감하고,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 내부 인 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인 라에 의존도가 높은 소 제조업을 상

으로 한다. 연구의 차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여 

환경 불확실성과 지역인 라가 기업문화, 기업문화

가 운 성과와 마 성과에, 운 성과가 마 성

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안

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방법으로 검정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가설검정의 결과를 요약하

고 이에 따른 시사 과 한계 을 논의한다. 

2. 이론  배경  가설

2.1 환경 불확실성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환경을 분석하는데 고

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고, 환경변화의 폭과 깊

이로 인해 측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2, 6]. 경 환경은 경 생태계 반에 걸쳐 향

을 주는 거시  환경과 개별기업이나 특정산업에 

향을 미치는 미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고려해

야 할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잡한 계를 형성하

고 있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경 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기업이 환경에 처한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기업의 성패는 

환경에 처하는 능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직면

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유기 인 기업구조가 필요하다. 기업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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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 한 이해와 그에 따른 한 응이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2, 8]. 

환경이 기업경 에 미치는 향을 인식한 이후 상

황이론, 산업조직론, 경 략 분야에서는 환경과 

략, 환경과 구조의 계 속에서 기업의 성공을 평

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

고 있다[10, 18, 29].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

로 환경 불확실성과 변화, 학습지향 인 기업문

화의 계를 통해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계를 밝

히고자 한다. 환경은 기업생태계 즉, 모든 기업에 

공통 으로 향을 주는 거시  환경과 특정 산업 

혹은 개별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미시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시  환경에 

을 둔다. 모든 기업이 환경에 의해 향을 받지

만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제품과 서비

스, 소한 시장,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기업 

보다 상 으로 훨씬 더 민감하게 환경변화에 

응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속한 환경특성은 소

기업의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

[10]. 오늘날에는 산업간 기술교류가 활발하지 않

던 과거와 달리 한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의 효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지속

인 신기술의 출 으로 기술수명주기가  짧

아지고 있다. 한 고객의 높아진 기 수 과 빨라

진 욕구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의 출 은 산업

의 성장속도를 측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신제품의 출시를 진시키고 있다. 

2.2 지역인 라

해운․항만사업의 활성화를 해서는 부두, 크

인, 집하장, 교통시설 등 인 라의 확충은 필수 인 

것처럼 기업을 경 하는데 있어서 입지한 지역이 

갖추고 있는 련 인 라는 지역경제의 성장은 물

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요한 향을 다. 지역경

제의 성장은 지역의 물 자본, 인 자본, 연구개발  

산업구조, 특화수  등 다양한 인 라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 라는 지역별로 차이

가 존재할 수 있다[13]. 기업입지에의 향요인으

로 동종 산업이나 련 산업의 집 도, 풍부한 

매시장과 노동시장, 산학연의 연계, 교통과 근성, 

신기   신분 기, 정보통신 수 , 지역이미

지 등을 망라하는 환경  요인[11]과 지역의 지원

정책, 조세, 융, 규제를 포함하는 정책  요인[12]

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잘 조화된 지역

이 기업이 입지하기에 하다[5]. 한 기업은 

경 활동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5]. 박재곤, 이원빈[3]은 수도권 기업

이 지방으로의 이 을 꺼리는 요인으로 정보부족, 

부족한 노동시장, 시장과의 거리, 력업체 부족, 

생활시설미비를 지 하고 있으며, 지방이 기업투자

를 한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각종 인

센티   기반시설의 확충, 인력과 산업용지 그리

고 자 지원을 꼽고 있다. 최인 , 오동욱[14]은 지

역 략산업의 활성화를 해서 환경  요인으로 산

업집 도, 매시장과 노동시장, 교통여건, 신분

기, 정보통신, 지역이미지, 지가를, 정책  요인으

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지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역 인 라를 유  기업의 집 도를 의

미하는 기업 인 라, 각종 단체나 연구기   공

공기 의 지원인 라, 그리고 경 지원 서비스  

생활여건을 포함하는 서비스인 라로 측정하 다. 

2.3 기업문화

기업문화는 상징, 언어, 이념, 신념, 의식, 통 등 

기업의 총체  원천으로 이해되며[40], 구성원에게 

기업의 가치와 신념을 달하는 상징이나 의식의 집

합[27, 37, 43]으로 정의된다. 기업문화는 구성원들

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과 힘에 향을 미쳐 구성원

들의 결속력 강화, 직장생활에서의 의미와 목  부

여를 통해 기업 체에 향을 주며, 기업의 성패

를 좌우하는 요한 요인이다[1]. 한 기업문화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향을 주는데, 만족, 존

속의도, 신의지 등과 련이 된다[34]. 

기업문화의 구분에 있어서 통제와 유연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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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과 외부지향의 차원을 기 으로 나 는 경쟁

가치모형은 기업문화를 분류한 가장 일반 인 모

형으로 알려져 있다[17, 30, 35, 38, 41]. 경쟁가치 모

형은 거의 모든 기업에 용될 수 있어 기업 간 비

교가 가능하다는 에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38]. 경쟁가치 모형에서의 기업문화는 집단문화(유

연성, 내부지향), 개발문화(유연성, 외부지향), 계

문화(통제, 내부지향), 합리문화(통제, 외부지향)로 

구분되는데,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개발문화는 유연

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업이 당면한 외부환경에의 

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환경이 불확실하고 변화

가 빠른 경 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문화를 지닌 기

업보다 높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문화를 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변

화지향과 변화에 응하기 한 기업의 외부로부터

의 학습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는 학습지향으로 측정

하 다. 

2.4 기업성과

기업의 성과는 계량화되거나 실 된 가치를 표

하는 객  지표와 측정하는 자의 단에 의존하

는 주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객  지표는 

일반 으로 재무제표나 경 비율분석에 의해 단

하는 재무  지표와 시장 유율이나 매출성장률 등 

시장에서의 성과수 으로 단하는 비재무  지표

로 나뉜다. 재무  지표에 의한 기업성과의 측정은 

무엇보다 객 성이 인정된다는 에서 바람직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회계자료가 지닌 역사  원

가라는 한계로 인해 미래 지향 인 성과를 나타내

지 못한다는 단 을 지닌다. 한 기업의 성과는 재

무  지표에 의한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만족도, 

생산효율성, 마  등의 경 활동의 결과로부터 

실 되기 때문에 다차원  성격을 갖는다. 기업성

과의 측정에 주로 인용되는 균형성과표는 재무  

지표의 한계 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학습과 성장, 

내부 로세스, 고객, 재무와 같은 네 가지 에

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 인 성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다는 인

정을 받고 있다[31, 32].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를 

운 성과와 마 성과로 측정한다. 운 성과는 균

형성과표의 내부 로세스 의 성과로 기업이

나 사업단 에서 의도되거나 실 된 경쟁  성과 

혹은 운 강 으로 개념화 되며, 다차원 척도에 의

해 평가되는데 주로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로 측

정한다[19, 20, 24, 39]. 마 성과는 균형성과표에

의 고객 의 성과와 한 계를 가지는데 객

 지표인 시장 유율, 매출성장률 그리고 주

 지표로 고객만족, 반복구매의도, 충성도, 정  

구 으로 측정되며[31, 32], 기업 내부 으로 마

 역량의 강화 수 을 마  4P활동에 한 주

인 성과의 단으로 측정된다[25, 26, 33].

2.5 연구모형과 가설

불확실한 환경은 기업경 에 인 요인인 것

은 분명하지만 비된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불확실성은 변화에 

개방 이고 유연한 문화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ammer[22]는 

효율기업에서 기업들은 로벌 경 , 생산기술, 고

객 차원의 불확실성을 경험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환경에 응할 수 있는 변화지향 인 기업

문화로 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Sand-

berg and Hofer[42], Baum and Wally[17]는 경

환경과 기업성과의 계에서 기업문화의 매개효과

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는데 경 환경

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들의 주장은 환경 불

확실성이 기업문화를 통해 성과로 이어진다는 이

론  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 

불확설성이 기업문화, 운 성과, 마 성과에 미

치는 향에 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문화에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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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것이다. 

가설 2：환경 불확실성은 운 성과에 향을 정

인  것이다. 

가설 3：환경 불확실성은 마 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용자원의 한계를 느

끼는 소기업에게 지역 인 라의 지원은 개방

이고 유연한 기업문화에 힘을 더할 수 있으며 기업

성과 향상에 향을 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해 노력하고 있

으며,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업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입지의사

결정은 동종 혹은 련산업의 집 도, 풍부한 매

시장과 노동시장, 산학연의 연계, 교통망과 근성, 

지역이미지와 신분 기, 지가 등을 포함하는 환

경  기반과 조세, 융, 규제 등의 지원정책을 포함

하는 정책  기반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기반이 잘 

조성된 지역이 기업의 입지로 한 곳이 된다[9, 

11, 12]. 지 까지 주로 지역 인 라에 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해 어

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심을 가지고 있었

으며[5],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 인 라가 기업문화

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해 노력하

는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도 입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 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산업이 분포

하고 있는지, 산업 후방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

을 수 있는지,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그

리고 기술개발, 연구, 법률, 회계, 컨설 을 포함한 

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은 기업의 경쟁력에 직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인 라가 기업문화와 성과에 미치는 향을 

가설로 제안한다. 

가설 4：지역인 라는 기업문화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5：지역인 라는 운 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6：지역인 라는 마 성과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불확실한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비한 유연하

고 변화에 개방 인 문화의 기업은 운 과 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McDer-

mott and Stock[35], Prajogo and McDermott[38] 

등은 변화하는 환경에 개방 이고 학습지향 인 기

업문화는 성과에 정 인 향을 다고 강조하

다. 한 기업가치사슬의 본원  활동의 과정으

로 볼 때 우수한 내부  운 성과의 향상은 시장에

서의 마 성과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부 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달성한 신속한 제품개

발, 품질향상, 제품믹스, 원가개선과 같은 운 성과

는 시장에서 구매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39]. 

Heskett et al.[26]은 고객으로부터 창출되는 성과

를 개선하기 해서는 내부 로세스의 향상이 우

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업문화, 운 성과, 마 성과의 계에 한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설 7：기업문화는 운 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8：기업문화는 마 성과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9：운 성과는 마 성과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끝으로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기업문화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

업과 같은 기술 신형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유

연하고, 변화와 외부지향 인 기업문화를 통해 환

경 불확실성에 한 응이 비교  용이할 수 있다

[10]. 반재인, 김성홍[4]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를 포

함한 기업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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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업규모  기업형태의 향을 가설로 제안한다.

가설 10：기업형태에 따라 기업문화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1：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문화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2：기업형태에 따라 운 성과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3：기업규모에 따라 운 성과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4：기업형태에 따라 마 성과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15：기업규모에 따라 마 성과에 미치는 

향은 다를 것이다. 

이상으로 제안한 가설은 다음의 <그림 1>과 같

은 연구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측정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지역인 라는 2차 요인으로 지역

기업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업 

인 라와 지역의 단체나 조합, 학  연구기 , 

공공기 의 지원을 측정하는 지원인 라, 기업서비

스 지원과 비즈니스 여건  생활여건을 측정하는 

서비스 인 라와 같은 1차 요인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기업문화도 2차 요인으로 시장의 환경변화

에 응하기 한 노력을 측정하는 변화지향과 고

객, 공 자, 경쟁사로부터 학습의지를 측정하는 학

습지향과 같은 1차 요인으로 구성하 다. 기업형태

는 가상변수로 기술 신형 기업(벤처기업과 이노비

즈기업)은 1, 일반기업은 0으로 구분하 으며, 기업

규모는 직원 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용

하 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정을 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  

방법에 의해 실증분석하 다. 연구 상은 연구모형

에 포함된 변수를 측정하는데 합한 소 제조업

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신

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소 제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

정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설문지에서 변수의 

측정은 5  등간척도(설문내용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 5 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구성)로 설계

하 으며, 각 변수별 구체  측정항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는 구

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 합하도록 개발된 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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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항목

1․2차 요인 번호 측정항목 련연구

환경
불확실성

IG1 제품의 기술 신 속도

[18, 29]IG2 산업의 시장 성장속도

IG3 신제품 출 빈도
*

지역
인 라

기업
인 라

IS1 지역기업이 기술, 제품, 사업개발 도움

[12, 13]

IS2 지역 공 업체의 품질수

IS3 지역기업으로 부터의 정보수집
*

지원
인 라

IS4 지역 단체나 조합으로 부터의 지원

IS5 지역 학, 연구기 으로 부터의 지원

IS6 지역 공공단체  기 으로 부터의 지원

서비스
인 라

IS7 지역 회계, 법률, 컨설 , 고 서비스 지원

IS8 지역의 비즈니스 조건

IS9 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여건

기업
문화

변화
지향

OC1 직원의 도 정신 장려*

[35, 38, 41]

OC2 변화에 개방  문화

OC3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한 응노력

학습
지향

OC4 공 자로부터 벤치마킹

OC5 경쟁사로부터 벤치마킹

OC6 고객으로부터 아이디어 창출

운
성과

CA1 신제품 개발 속도

[39]
CA2 품질개선

CA3 제품믹스

CA4 원가 감*

마
성과

MK1 제품 랜드 경쟁력
*

[25, 26, 33]
MK2 유통구조 개선

MK3 진성과

MK4 매역량

주) 
*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제거된 항목.

4.0을 활용하 으며, 기술통계에 의해 자료의 특성

을 살펴보고,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

을 거쳐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해 연구모형의 타당

성과 가설을 검정하 다. 

3.2 자료수집  자료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구․경북지역에 소

재한 소 제조업을 상으로 수집하 으며, 연구

의 분석단 는 기업수 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직  방문, 우편과 자우편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 으며, 2011년 9월부터 3

개월간 수집되었다. 조사에는 1,983개 기업이 참여

하 는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업  한국

표 산업분류 상 제조업이 아닌 기업이 참여한 경

우, 제조업 에서도 설문을 단한 자료, 하나의 

번호에만 집 으로 응답한 자료 등 불성실한 자

료를 제외한 1,330개 자료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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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료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의 특성

구 분 빈도(n)* 비율(%)

기업
형태

기술 신기업 453 34.06 

일반기업 877 65.94 

기업
규모

10인 < 304 22.86 

10인 ≤ < 30인 547 41.13 

30인 ≤ 479 36.02 

산업
구분**

식료품 19 1.43 

섬유/의복 256 19.25 

목재/종이/인쇄 21 1.58 

화학/의약품 41 3.08 

고무/ 라스틱 42 3.16 

비 속 22 1.65 

1차 속 39 2.93 

속가공 93 6.99 

자/통신 50 3.76 

의료기기 50 3.76 

기장비 57 4.29 

기계장비 228 17.14 

자동차 175 13.16 

기타제조 70 5.26 

건설/공사 47 3.53 

출 57 4.29 

기타 63 4.74 

주) * n = 1,330.

   ** 표 산업분류표 3자리 기 .

4. 연구 결과

4.1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는 확인요인분석에 의해 제

시된 결과에서 요인의 부하량  부하량의 통계  

유의성, 복합신뢰성(CR), 평균분산추출계수(AVE)

에 의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

의 부하량은 0.60 이상이면서 통계 으로 유의해야 

하고, 복합신뢰성은 최소 0.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

고, 0.70 이상이면 CR은 계수가 0.60 이상이면 최소 

신뢰수 을 만족하고, 0.7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

로 정하며, AVE가 0.50 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다

고 단한다[21, 23]. 이상의 기 에 의해 평가한 결

과 환경 불확실성의 신제품 출 빈도(IG3), 기업 인

라의 지역기업으로 부터의 정보수집(IS3), 변화지

향의 직원의 도 정신 장려(OC1), 운 성과의 원가

감(CA4), 마 성과의 제품 랜드 경쟁력(MK1)

이 요인 부하량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신

뢰성과 타당성을 해하는 문항으로 단되어 삭제

되었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결과가 측정도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 범 는 최소 0.61

(서비스 인 라)에서 최고 0.70(지원 인 라  변화

지향)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기 을 충

족한다고 단할 수 있다. 한 타당성분석의 요인

부하량 범 는 최소 0.64(2차 요인의 기업인 라)에

서 최고 0.88(변화지향의 OC3)로 기 인 0.60보다 

높고 모든 측정도구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AVE의 값도 최 치가 1차 요인의 서

비스인 라로 0.53이며, 집 타당도로 인정되는 기

 0.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별타당성 검토는 AVE

의 제곱근과 상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

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계수가 AVE

의 제곱근보다 큰 값이 없어 변수의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확인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자료의 합도는    

440.55(174),   2.53, RMR 0.02, GFI 0.97, AGFI 

0.96, NFI 0.96, CFI 0.97, RMSEA 0.03이다. 

4.2 연구모형의 평가  가설검정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연구

모형의 합도를 제시하고 <표 6>에 가설의 추정 

경로계수  통계  유의성을 표시하 다. 구조방

정식모형에서 합도를 평가하는  기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의 지수에 의한 평가보

다는 여러 지수들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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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 타당성과 내 일 성 검토결과

1․2차 요인 측정도구 부하량 t 값 CR AVE

1
차
요
인

불확실성
IG1 0.76 -

0.67 0.61 
IG2 0.80 14.76 

기업인 라
IS1 0.76 15.64 

0.63 0.56 
IS2 0.74 -

지원인 라

IS4 0.75 29.06 

0.70 0.66 IS5 0.84 32.40 

IS6 0.84 -

서비스인 라

IS7 0.69 21.45 

0.61 0.53 IS8 0.76 22.61 

IS9 0.74 -

변화지향
OC2 0.73 20.32 

0.70 0.65 
OC3 0.88 -

학습지향

OC4 0.76 24.64 

0.66 0.60 OC5 0.83 25.93 

OC6 0.73 -

운 성과

CA1 0.66 -

0.63 0.56 CA2 0.84 21.23 

CA3 0.73 20.93 

마 성과

MK2 0.71 -

0.61 0.54 MK3 0.75 20.70 

MK4 0.74 20.65 

2
차
요
인

지역인 라

기업인 라 0.65 -

0.62 0.55 지원인 라 0.81 13.05 

서비스인 라 0.75 12.65 

기업문화
변화지향 0.76 -

0.67 0.61 
학습지향 0.80 14.03 

<표 4> 별타당성 검토를 한 상 계수와 AVE 제곱근 비교

1 2 3 4 5 6 7 8

1. 불확실성 0.78 

2. 기업인 라 0.35 0.74 

3. 지원인 라 0.31 0.51 0.81 

4. 서비스인 라 0.26 0.47 0.63 0.73 

5. 변화지향 0.32 0.29 0.26 0.20 0.81 

6. 학습지향 0.40 0.33 0.29 0.21 0.61 0.77 

7. 운 성과 0.26 0.18 0.14 0.12 0.37 0.35 0.75 

8. 마 성과 0.13 0.21 0.14 0.17 0.27 0.24 0.25 0.73 

주) 각선에 굵게 표시된 이탤릭체는 AVE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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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

야에서 주로 언 되고 있는 합도 지수들을 기

으로 하 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

형의 합도는 련 근거에 의한 권고지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따라

서 가설을 검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하 다. 

<표 5> 연구모형의 합도 결과

합도 지수 권고지수 측정결과 련근거

  - 556.19(204)

[16, 21, 
23, 28]

 < 2 혹은 < 3 2.70

RMR 0.05 < 혹은 0.1 < 0.02

GFI 0.8 < 혹은 0.9 < 0.96

AGFI 0.8 < 혹은 0.9 < 0.95

NFI 0.9 < 0.95

CFI 0.9 < 혹은 0.95 < 0.97

RMSEA
< 0.05, < 0.08 
혹은 < 0.1

0.04

가설검정 결과는 <표 6>의 추정경로계수  통계

 유의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불확실성과 기

업문화의 계(경로계수 0.35, t 값 8.04, p < 0.01), 

지역인 라와 기업문화의 계(경로계수 0.30, t 값 

6.55, p < 0.01)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불확실성과 지역인

라가 기업문화에 요한 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둘째, 환경불확실성, 기업문화, 기업형

태, 기업규모는 운 성과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환경불확실성이 운 성과에 미치는 향력은 

0.07(t 값 1.71, p < 0.10), 기업문화가 운 성과에 미

치는 향력은 0.44(t 값 10.61, p < 0.01), 기업형태

가 운 성과에 미치는 향력은 0.10(t 값 3.41, p < 

0.01), 기업규모가 운 성과에 미치는 향력은 0.10 

(t 값 3.33, p < 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불

확실성과 변화지향 이고 학습지향 인 기업문화

가 운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며, 동시에 기업

규모가 크고, 기술 신형 기업이 운 성과에 미치

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인 라가 운 성과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지역인 라, 기업문화, 운 성과, 기업규모는 마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성과에 미치는 지역인

라의 향력은 0.10(t 값 2.21, p < 0.05), 기업문

화의 향력은 0.27(t 값 6.01, p < 0.01), 운 성과

의 향력은 0.12(t 값 2.87, p < 0.01), 기업규모의 

향력은 0.07(t 값 2.33, p < 0.05)로 나타났다. 그

러나 기업형태는 마 성과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검정결과를 요약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6> 추정경로계수  통계  유의성

경 로 경로계수 t 값 p 값

불확실성

→
기업
문화

0.33 7.57 0.00 

지역인 라 0.29 6.25 0.00 

기업형태 0.05 1.69 0.09 

기업규모 0.02 0.66 0.51 

불확실성

→
운
성과

0.07 1.71 0.09 

지역인 라 -0.05 -1.13 0.26 

기업문화 0.43 8.26 0.00 

기업형태 0.09 2.90 0.00 

기업규모 0.10 3.37 0.00 

불확실성

→
마
성과

-0.05 -1.16 0.25 

지역인 라 0.10 2.21 0.03 

기업문화 0.24 4.37 0.00 

운 성과 0.13 3.10 0.00 

기업형태 0.00 -0.09 0.93 

기업규모 0.06 1.82 0.07 

주) 기업형태：기술 신형 1, 일반 0으로 지정.

기업규모：직원 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5. 결  론

환경 불확실성은 기업의 측 신뢰성을 감소시키

기 때문에 경 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는 등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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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설검정결과

에서 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환

기를 경험한 국내 기업들은 내부 으로 효율성

을 추구하고 개방화에 비한 세계 경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변화에 비하고 응하는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기업보다 소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용자원이 기업에 비해 

풍족하지 못한 소기업은 입지한 지역의 인 라

가 경 활동에 요한 향을 다. 본 연구는 환

경 불확실성과 지역인 라가 변화에 유연하며 개

방 이고 학습지향의 기업문화와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규명하 다.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환경불확

실성, 지역인 라, 기업형태는 기업문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 불

확실성이 기업경 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환경 불확실성에 충분히 비해 온 기업들은 이에 

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외부지향 인 기업문화

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지

역인 라가 이러한 기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며, 기술 신형 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더 유연한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다고 단할 수 있

다. 둘째, 환경불확실성, 기업문화, 기업형태, 기업

규모는 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지역 

인 라는 기업문화를 통해 운 성과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문화가 지역 인

라와 운 성과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단할 수 있다. 이는 환경불확실성에 비한 

기업, 유연하고 개방 인 기업문화, 기술 신형 기

업,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향을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운 성과

에는 기업문화가 큰 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지

역인 라, 기업문화, 운 성과, 기업규모는 마

성과에 정 인 향을 주며, 환경불확실성은 기

업문화와 운 성과를 통해 마 성과에 향을 

주지만 직 인 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기업문화와 운 성과는 환경 불확실

성과 마 성과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마 성과에도 운 성과와 마찬

가지로 기업문화가 가장 큰 향을 미치며 다음으

로 운 성과의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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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국내 소기업들이 환경의 불확실성

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응할 수 있는 기업문

화를 형성함으로써 운 과 마  부분의 성과를 

개선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업이 입

지하고 있는 지역인 라는 환경불확실성에 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요한 향요인

임을 밝히고 있다. 한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 성

과와 마 성과를 개선하기 해서는 변화지향

이고 학습지향 인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입장에서 환경불확실성, 지

역인 라, 기업문화, 운 성과와 마 성과의 

계를 구와 경북지역의 소기업을 상으로 실

증 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지 까지 

논의한 결과 외 지역인 라와 운 성과의 계, 환

경불확실성과 마 성과의 계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인 라가 운 성과에는 음의 향력을 가지지만 

마 성과에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에서 해석된다. 

첫째, 조사 상 지역의 기업은 지역인 라가 내부

 운 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별 향을 주지 못

하지만 유통, 진, 매역량과 같은 마 성과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지역인 라가 모든 산업을 상으로 우

수한 조건을 갖추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서 지역인 라가 강 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산업에서는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상 

범 가 구와 경북지역으로 두 지자체를 포함하

고 있으며, 구지역에 소재 하는 산업단지도 단지

별로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은 북부내륙, 남부내륙, 동해안 등 몇 개의 단 지

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갖추고 있

는 인 라가 다를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환경불확실성은 향력이 미미하지만 

마 성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불확실성의 정도와 방향을 심있게 살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기업의 입장에

서 기업들은 환경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기업문화

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인 라가 기업의 문화를 형

성하는데 요한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인 라가 마

성과 뿐 아니라 내부 운 로세스의 개선도 향

을  수 있도록 련 인 라를 확보해야 하며,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업유치에 앞서 지역별 인

라의 특성을 잘 홍보하고 이미 형성된 인 라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해 해석하

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 이 발견되며, 향후 연

구에서 고려해야 할 으로 제안한다. 첫째, 본 연

구의 상은 소 제조업을 상으로 하 기 때문

에 기업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록 기

업규모의 향력을 확인하기는 하 으나 일반 으

로 기업 보다는 소기업이 불확실한 환경에 

한 응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향력

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했다. 둘째, 환경불확실성 요

인을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구분할 필요

성을 느 다. 기업생태계에 향을 주는 요인 즉, 모

든 기업에 공통 으로 용되는 부분과 개별기업이

나 산업 내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

어졌다면 보다 구체 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단하며, 산업군별로 환경에 어떤 향을 

받는지에 한 분석도 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기업

수 에서 이루어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표본크기

가 매우 크다는 이 갖는 의미도 있겠으나 구와 

경북지역의 제한된 자료가 활용되었다는 도 아

쉬움으로 남는다. 지역별로 인 라의 구조가 다르

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산업을 해서 인 라를 

구축한 지역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들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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