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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업인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성립과 성장에 요하고 지역발 에도 필수 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

업인네트워크와 그 활동에 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본 연구는 충남서북부에 소재한 기업들을 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 에 한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수행의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재무, 인 , 경 리 성과기 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입단체의 수, 평균 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의 독립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모형을 실증분석 하 다. 검증은 응답된 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  네트워크에 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단계의 검증에서 인

 성과기 (직원채용  리)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체 네트워크 검증에서 가입단체의 수가 

성과기 (경 리, 재무 )에, 만족도가 재무  성과기 에 유의한 향을 보 다. 유형별 검증 단계에서 

B2G유형의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CEO과정유형의 평균활동기간이 성과기 (경 리, 재무 )에 향

을 나타냈다. 개별  검증 단계에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에 한 해서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성과기 (경

리, 재무 )에 향을 보 다. 본 연구는 기업인의 지역기반 기업인네트워크에 한 이해와 략  활용

을 가능하도록 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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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O's business network is important to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companies and i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regional development, but the related research and studies 

including surveys on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CEO's network and its activities 

are lacking. This study aimed at companie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Chungnam 

to survey about CEO's network activities, and research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xpectancy of the network was carried out. As research methods, we discussed the 

previous studies, designed and analyzed the research models empirically using the survey. 

Analysis based 3 stages approach showed that the performance expectancy on human resource 

such as recruit was not affected by any factors overall. CEO's satisfaction affect significantly 

to the both of performance expectations of finance and general management by types of the 

network and its differentiated program. Executive activities, # of joining network, and period of 

activity affected also conditionally. This study have contributions that enable businessmen can 

take advantage of strategic use on the region's business network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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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들 에

서 인간 계 능력과 인 계 역할은 가장 요한 요소

일 것이다[1]. 때문에 기업인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업

종, 지역을 불문하고 자기 기업과의 련성이 있거나 

기업의 경 성과에 향을  수 있는 다른 기업인들과

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

원을 투여한다. 기업인이 인  네트워크 활동에 집 하

는 이유는 근이나 획득이 어려운 정보와 자원을 손쉽

게 동원할 수 있으며 기업성공에 필수 이나 부족한 정

보, 자원(인 자원 포함), 자본, 재화, 인재와 역량 등을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2-5].

재 한국에는 3,264,782개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  

충남에는 131,549개의 기업이 치하고 있으며, 특히 충

남서북부의 천안, 아산 지역에 약 48,783개의 기업이 자

리하고 있다[6].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의 기업인들 

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네트워

크는 충남테크노 크, 충남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

원, 충남 이업종교류회, 학의 경 자 로그램, 지역

별 산업단지 입주사 의회, 그리고 각종 기업인 모임

을 포함하여 상당한 숫자로 늘었지만 그 규모나 실태가 

조사된 바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의 성장을 지원

하는 유 기 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의하여 기

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련한 연구 성과

들이 상당한 양으로 축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업인네트워크와 그 활동에 한 실태조사를 포함하

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에 한 조사와 연구

는 미미하여 인 계 네트워킹을 통해 경 성과 창출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더 나아가 기업

인과 기업인네트워크를 상으로 정책 활동과 기  활

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   연구

기 , 그리고 지역 학들에게 실효 인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을 고려

한다면 기업인들 사이의 사회경제활동의 모임으로써의 

기업인 네트워크에 한 조사와 분석연구는 그 요도

와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천안, 아산을 주 소재지로 

하는 충남서북부 기업의 기업인들 상으로 기업인네

트워크 활동에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활동 인 기

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 에 한 분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경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업이 지역

발 에 참여하는 사회  네트워크[7]를 그리고 공공부

문과 지역 학들이 강화하고 있는 기업체 네트워크를 

보다 략 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설

문조사  분석을 통해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

기  사이의 유의한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특히, 

기업인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 성격  범

에 한 활용실태를 조사하 으며 이러한 조사특성

들이 기업의 경 리성과기 , 재무 성과기 (매출

향상)  인  성과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업인네트워크의 문

헌연구와 유형을 악하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  가

설을 설정하고 이를 한 표본설계  분석방법을 기술

한다. 4장에서는 조사결과의 분석과 가설의 검증에 

해 논의한다. 마지막 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한다.

Ⅱ. 문헌연구

1. 기업인 네트워크의 개념
기업인 네트워크와 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념과 

필요성에 한 연구, 사회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연

구, 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련한 연구들이 주로 

존재한다.

먼 , 기업인 네트워크는 기업인 혹은 기업 간 특정

한 계에 의해 연결되는 기업과 기업인의 집합을 말하

며, 계의 에서는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계

를 리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기업인 네트워크는 기업 

간 추상 인 계까지를 포함하여 지속 인 연결 계

를 가진 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는다. 

력네트워크[8] 는 기업거래 계, 거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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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유사한 개념용어에 속한다. 이런 기업인 네트워크

는 참여자간의 계약 계의 유무를 심으로 공식 인 

네트워크와 비공식 인 네트워크로 나뉘며[9], 주로 비

공식 인 네트워크를 심으로 1-5개 정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10].

소기업간 네트워크는 공동연구개발을 한 연계활

동에 유효하고 수평 인 이업종 교류활동이 요하며

[11], 네트워크의 활용은 기업이 지속 인 신을 유지 

할 수 있는 요한 수단으로 각 산업별 는 지역별의 

회나 조합 등 네트워크의 활성화[12]를 강조하고 있

다. 한 기업인 네트워크 형성과 리에 한 투자 효

과성에 해서는 기업연한이 특히 요해서 네트워크 

투자를 일종의 사회  자본에 한 투자로 할 필요를 

논하 다[13].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가 장기화 될 

경우 서로 유사해지는 조직간 동형화의 경향성에 따른 

부작용[14]과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신을 가로막는 기

득권 동맹으로 경화되는 부작용[15]을 강조하 다. 

2.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연구 
사회  네트워크는 기업인이 사회  계를 통해 확

보한 네트워크로써 기업인 개인이 각종 사회  네트워

크와 갖는 개별 인 의 집합[5]이다. 따라서 사회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  계로 연결된 사람과 조직

의 집합체로서 비공식 이고 비계약 인 연결망의 형

태[9]를 갖는다. 이런 네트워크는 개별 계들을 분석의 

단 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사회  활동

을 연결하는 행  계를 근거로 한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오고 있다[2].

기업의 성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 방안으로 기

업인의 사회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다[16-18]. 이때 

기업인의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기업인이 더 많은 사회  자본을 보

유하게 될수록 보다 다양한 연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와 자원의 확보가 더욱 가능해 진다[19]. 물론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  자본의 확보는 개인뿐

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하게 한다[20].

이런 기업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흐름이 발생되

며 이러한 정보흐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확보가 어려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21]. 기업인 네트

워크는 계와 구조로써 정보이익을 제공하므로 네트

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정보와 이익을 확보하기 한 네

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자본화가 가능하고 기

업인과 기업의 경쟁우  창출에 기여한다[2]. 이 게 기

업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요한 요인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

하여 계수와 모임의 수를 확 하고 계의 질  수

을 높이는 네트워크 활동을 요구하 다[22].

3. 벤처, 창업,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벤처기업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험감소, 사회  

계를 통해 시장거래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자

원을 획득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도움과 재무자원

을 획득, 유통채 에의 근, 정보획득, 신과 같은 혜

택을 얻을 수 있다[23][24]. 따라서 벤처기업의 네트워

크 활동은 보다 효과 인 자원 통제방법, 계약으로 통

제 불가능한 환경에의 근, 정보나 자원뿐만 아니라 

창업자 활동의 정당성 제공, 잠재  도움 원천에 한 

탐색 등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네트워크와 신규 종업

원의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역량 형성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25].

기업인 네트워크가 창업을 한 요한 수단으로 자

리를 잡고 있다. 기업인은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원, 즉 정보, 지식, 인력, 자  등을 조직화하게 

된다. 한 기업인 는 신생기업의 네트워크가 창업이

후의 기업성과에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

거나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26].

벤처기업들은 성공 인 략수행을 해서 략  

네트워크의 력을 구사하여야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27], 네트워크 효과는 신유형과 기업규모에 계없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히 소기업들은 기

업 간 력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품 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28]을 논하고 있으며, 덕연구개발특구

내 존재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략  네트워크로 성

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하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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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정보, 공

동 로젝트, 제휴 등 신뢰 계 구축을 통한 사회  자

본을 창출  축 하거나[10], 소기업 이업종교류 활

동과 같이 기에는 기업과 경쟁하기 해 상호간의 

경쟁은 피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려 하 으나 교류나 목

이 변하고 있음[29]을 지 하고 기업윤리와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계형성[30]을 요구하고 있다.

Ⅲ. 연구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을 심

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 다. 첫째, 기업인네트워크 

가입단체의 수에 따라 기업의 재무  성과기 , 인  

성과기 , 경 리성과기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다. 둘째, 기업인네트워크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

업의 재무  성과기 , 인  성과기 , 경 리성과기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다. 셋째, 기업인네트워크 평

균활동기간에 따라 기업의 재무  성과기 , 인  성과

기 , 경 리성과기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다. 넷

째, 기업인네트워크 내 임원활동여부에 따라 기업의 재

무  성과기 , 인  성과기 , 경 리성과기 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한다. 여기서 성과기 는 기업인 성과

에 한 리변수로써 기업가의 주  지표를 활용하

는데, 소기업의 성과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확보도 

쉽지 않으며 통  측정방법들이 소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2].

앞서 제시된 연구가설의 검증은 응답된 체 네트워

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  네트워크에 한 3

단계 분석으로 수행하 다. 1단계는 9개의 기업인네트

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검증하고, 2단계는 9

개의 기업인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 3가지 유

형별로 분류하여 검증하 으며, 3단계는 9개의 기업인

네트워크에 해 각각 개별 으로 검증하 다.

이에 더하여 기업인 네트워크의 가입 활동  실태의 

조사를 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심으로 하는 표

인 가입단체를 상으로 가입 여부와 활동유형, 가입

목 , 활동기간으로 모임에 필요성과 정보획득  교환, 

그 외 기업인 네트워크의 요성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자 하 다.

1. 연구모형 설계
통제변수로는 기업인특성[31]으로 성별, 독립변수로

는 기업인네트워크 특성으로 가입단체의 수, 만족도, 평

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로 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성과기 로 재무 , 인 , 경 리 성과기 로 하 다. 

이상의 변수설계 내용을 [표 1]에 보 으며, [그림 1]과 

같이 회귀분석에 한 연구모형으로 설계하 다. 

표 1. 변수 설명

항목 변수설명 내용

종속
변수

재무적성과기대, 인적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 5점척도

독립
변수

기업인네트워크 활동 특성
기업인네트워크 만족도

가입단체수,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5점척도)

통제
변수 기업인 및 기업의 특성 성별(남=1,여=0)  

독립변수
기업인네트워크 활동 특성

(가입단체의 수,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

종속변수
성과기대

(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그림 1. 연구모형

이에 따라, 연구가설의 설계는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각 독립변수(기업인네트워크특성의 3개 변수, 만

족도)가 각 종속변수(성과기 의 3개 변수)에 정(+)의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가설로 설계하 다. 

2. 조사개요
표 2. 조사의 개요

설문조사
상

조사기간
배포
부수

회수
부수

회수율
분석
제외
부수

실제
분석
부수

충남서북부
중소기업 CEO

2010년
8월12일~8월31일 200부 120부 60% 30부 90부

설문조사는 [표 2]와 같이 2010년 8월 부터 순까

지 충남서북부 지역 CEO 상으로 직  설문지 작성

(자기기입식)을 의뢰하 고 설문지는 200개 기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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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 설문을 요청하 다. 이  120개 기업 표이

사가 설문에 응답하 다.

[표 3]과 같이 설계된 설문지는 조사원이 직  방문

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 회수는 직  응답지를 받거나 메일 는 

팩스로 회수하 고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하

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작성이 되지 않은 20개 

설문지를 제외하 고 한 타인의 의견이 개입될 소지

를 없애기 해 설문조사기간 이후에 도착한 10개를 제

외하여 90개 설문지를 가지고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표 3. 설문의 설계

설문구성 설문내용

기업현황

-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 수 현황
- 연매출액
- 기업유형
- 산업유형(업종)

응답자현황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성별
- 출신지
- 최종학력
- 회사 설립연도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현황

-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총 수
- 기업인네트워크(예시9개, 복수응답) 가입여부

(O,X표시), 활동유형(임원, 회원), 가입목적, 
활동기간

- 예시 9개 이외 가입네트워크 명칭, 가입여부
(O,X표시), 활동유형(임원, 회원), 가입목적, 
활동기간

- 기업인네트워크(9개)의 중요도, 상대적중요도
백분율, 만족도

기업인네트워크
활동 효과

- 경영관리성과기대의 의견(5점척도)
- 재무적성과기대의 의견(5점척도)
- 인적성과기대(직원채용 및 유지, 관리)의 의견
  (5점척도)

기업인네트워크
신규가입 시 
고려조건

- 기존회원들의 이력
- 기존회원들의 회사 매출액규모
- 지인 가입 유무
- 주관 기관의 인지도
- 기타(활동목적과 교육내용)
- 5개의 고려조건의 중요도(5점척도)

기업인네트워크
향후 활동

- 주변의 기업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
한 의견

- 향후 개선방향(회원수, 회원의 질, 교육내용, 회
원등록비, 신청절차, 지원행정서비스, 사후관
리)에 대한 의견(5점척도)

- 다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Ⅳ. 기업인네트워크 조사‧분석

1. 기업인네트워크 실태분석
응답이 이 진 90개 기업인의 기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 81.1%와 여성 18.9%의 성별로 조사되었고, 업종

별로는 부분 제조업(70%)과 서비스업(18%)이었으

며, 그 외에 기반산업, 농업임업, 기타산업 순이었다. 매

출규모별로는 ‘30억 이상 50억 미만’이 44.1%, ‘50억 이

상 100억 미만’이 26.5%, ‘10억 미만’이 20.6%, 그리고 

‘500억 이상’ 6개사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졸 69.7%, 학원졸 16.9%, 고졸 13.5%의 순서 으

며, 기업의 업력은 ‘6년 이상 10년 이하’ 33.3%, ‘10년 이

상 20년 이하’ 32.3%. ‘5년 이하’ 23.3%, 그리고 ‘20년 이

상’ 이상 기업이 11.1%로 조사되었다.

표 4. 가입단체수 실태에 따른 성과기대

가입단체수
경 리
성과기

재무
성과기

인 성과
기

0
평균 3.80 2.20 2.40

기업체수 5 5 5

1개
평균 3.55 2.45 2.91

기업체수 11 11 11

2개
평균 3.56 2.56 2.50

기업체수 18 18 18

3개
평균 3.86 2.78 2.65

기업체수 22 23 23

4개
평균 4.00 3.09 2.82

기업체수 11 11 11

5개
평균 4.00 3.12 2.94

기업체수 17 17 17

6개 이상
평균 4.25 3.25 2.50

기업체수 4 4 4
결측값 기업체수 2 1 1

합계
평균 3.82 2.79 2.71

기업체수 90 90 90

기업인네트워크에 한 가입실태를 보면, 먼  가입

단체수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3개>2개>5개 가입단

체수의 순서로 그리고 평균 으로 2.96개의 기업인네트

워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단체수별

로 기업체의 경 리성과기 , 재무  성과기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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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 에 도움을  향을 분석한 결과 4개 이상 가

입한 기업체가 경 리성과기 , 재무  성과기  부

분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 평균으로 보면 

경 리(3.82), 재무  성과기 (2.79)와 인 성과기

(2.71)에는 다소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가입네트워크 수가 늘어날수록 경 리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후 평균활동기간을 조사한 결

과는 남성 기업인은 가입단체별로 평균 2.44년에서 3.35

년 정도, 여성기업인은 2.0년에서 4.0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평균으로는 남성 기업인이 

2.92년, 여성 기업인이 2.87년 동안 각 가입단체의 활동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후 임원  회원으로서의 활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2%가 임원활동을 70.8%

가 일반회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인 성별, 산업(업종)에 따라 기업체의 경

리 성과기 , 재무  성과기 , 인  성과기 에 미친 

향을 집단별 평균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남성 기업인은 경 리(3.75), 즉 회사 운   경

환경 개선에 한 성과기 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

성 기업인은 특히 경 리(4.13) 그리고 재무  성과

기 가 크게 나타났다. 한 기업의 산업분류별로는 특

히 서비스업(4.06)이 그리고 제조업(3.76), 기반산업

(3.71)이 상 으로 경 리부분에 성과기 가 높게 

응답하 다.

기업인네트워크의 운   유지를 한 조사로써, 기

업네트워크 단체에 한 신규 가입 시 고려조건별 요

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회원들의 이력’(3.70)과 ‘주 기

의 인지도’(3.60)가 상 으로 ‘기존 회원들의 회사매

출액 규모’(2.95)나 ‘지인의 가입여부’(2.90)보다 요하

다고 나타났으며, 기업인네트워크를 운 하는 단체나 

운 진이 활동에 있어 향후 개선해야 할 항목에 해 분

석한 결과에서는 ‘교육내용’(3.73), ‘사후 리’(3.69), ‘회

원의 질’(3.59), ‘지원행정서비스’(3.52)가 ‘회원 수’를 포

함한 타 요인보다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가입네트워크 단체를 비

조사를 통해 9개로 한정하여 시 하 으며 복수응답

으로 가입활동을 조사하 다. 상은 상공회의소, 충남

테크노 크, 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벤처 회, 충

남국제로타리클럽, H 학교 CEO과정, K 학교 CEO

과정, D 학교 CEO과정, S은행 CEO모임이었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 과정에서는  9개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 으나 만족도의 실태분석에 한해서는 

학CEO과정을 별도로 분류하여 B2G, B2B 유형과 평

균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기업체의 매출액별로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단체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0억 미만’ 기업은 만족도

가 B2G(3.13), 학교CEO(2.80), B2B(1.50)순으로 나타

났고, ‘30억 이상 50억 미만’ 기업은 B2B(3.50), 학교

CEO(3.33), B2G(3.15)순으로,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기업체는 B2G(3.42), B2B(3.41), 학교CEO(2.70)순으

로, ‘500억 이상’ 기업체는 학교CEO(3.58), B2G(2.94), 

B2B(2.50)순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

업체들은 세 유형 모두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고,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기업체들은 B2G와 

B2B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고, 10억 미만인 기업체에서는 B2G만 만족도

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억 이상인 기업체

는 학교 CEO과정에서만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매출액별 기업체가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단체에 

해 느끼는 요도를 분석한 결과, ‘10억 미만’은 

B2G(3.46), B2B(2.92), 학교CEO(2.74)순으로 나타났

다. ‘30억 이상 50억 미만’은 모든 유형에 보통 미만 

요도를 보 고,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B2B(3.44), 

B2G(3.33), 학교 CEO과정(2.63)순으로 나타났다. 500

억 이상인 기업체들은 모두 보통 미만의 낮은 요도를 

보 다.

기업체들이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로 경

리, 재무 , 인  성과기 에 향을 분석한 결과 B2G, 

B2B, 학교CEO과정 세 유형 모두 경 리성과기

에서는 보통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

무  성과기 와 인  성과기 에는 보통 미만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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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가설의 검증을 크게 3단계로 나 어 수행

하 다. 1단계로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를 체로 분석

하 고, 2단계로 기업인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

정의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했으며, 3단계는 각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를 개별 으로 분석하 다.

가.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분석
9개의 네트워크를 기업인네트워크 한 종류로 보고 난 

뒤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기 (경 리, 재

무 , 인 )에 가입 수, 만족도,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

여부가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표 5. 가입네트워크 전체 상관관계분석

Pearson 상 계수(n=90)

1. 2. 3. 4. 5. 6. 7.  8.

1. 가입단체의 수 1

2. 만족도 -.021 1

3. 성별더미 -.033 .175 1

4. 평균활동기간 .433** -.030 .033 1

5. 임원활동더미 .383** .141 .162 .192 1

6. 경영관리성과
기대 .209 .016 -.174 .156 .066 1

7. 재무적성과기대 .276** -.331** -.209* .152 .121 .437** 1

8. 인적성과기대 .080 -.022 -.090 .041 .055 .427** .395**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5]와 같이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수는 경 리성

과기 와 재무 성과기 에만 유의미한 수 에서 양

(+)의 상 계를, 성별과 만족도는 재무 성과기 에

만 유의미한 수 에서 음(-)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Pearson 상 계수 값이 ±0.4이상이 되지 

않아 약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

한 종속변수로 성과기 (경 리, 재무 , 인 )

를, 독립변수로 가입 수, 만족도, 평균활동기간, 임원활

동더미를, 통제변수로 성별더미로 입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표 6]과 같이 경 리성과기 와 인

성과기 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고, 재무

성과기 에 한 회귀모형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단체의 수는 재무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고, 만족도는 재무 성과기 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 재무적성과기대)

변수 B값 t값

상수 3.574 6.431***
가입 수 0.221 2.324**
만족도 -0.356 -2.974***

성별더미변수 -0.449 -1.477
평균활동기간 -0.033 -0.265
임원활동더미 0.424 1.618
수정된 R2 0.216

F값 4.692***
***: p<0.01, **: p<0.05, *: p<0.1

표 7.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단순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경영관리
성과기대

상수 3.486 18.457***
0.033 3.937*

가입 수 0.110 1.984*
재무성과
기대

상수 2.236 9.627***
0.065 7.151***

가입 수 0.182 2.674***
재무성과
기대

상수 4.019 9.572***
0.096 8.246***

만족도 -0.358 -2.872***
***: p<0.01, **: p<0.05, *: p<0.1

추가로 [표 7]과 같이 독립변수로 가입 수만을 입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수

는 경 리성과기 와 재무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재무 성과기

에만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업인들이 네트워킹 활동에서 직원 채용과 추천 같

은 인 성과기 보다는 경 리와 재무성과기 를 

해 네트워크에 가입하지만 네트워크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재무 성과기 는 작아지는 단면을 보인다.

나.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분석
9개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업인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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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그리고 성과기 (경 리, 재무, 인 )에 한 

향을 상 으로 분석하 다. B2G유형에는 상공회의

소, 충남테크노 크, 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벤처

회가 속하고, B2B유형에는 충남국제로타리클럽, 나

머지는 CEO과정으로 분류하 다.

기업인들이 복수응답한 가입 기업인네트워크들을 유

형별로 분류하여 경 리, 재무 , 인  성과기 에 

한 향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B2G, B2B, CEO

과정 세 유형 모두 경 리성과기 에는 보통이상으

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  성과기 와 

인  성과기 에는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인

들이 B2G와 CEO과정을 B2B보다 더 요하게 생각하

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B2B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 네트워크 유형별 성과기대 및 중요도, 만족도

네트워크 명
성과기

요도 만족도
경 리 재무 인

B2G 
(n = 67) 3.81 2.88 2.76 3.28 3.28

B2B 
(n = 11) 3.90 3.00 2.82 2.63 2.89

CEO과정 
(n = 62) 3.77 2.79 2.65 3.24 3.41

기업인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별로 성과기 (경

리, 재무 , 인 ), 평균활동기간, 만족도, 성별더미변수, 

임원활동더비변수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

한 결과 상 계가 있는 변수들을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하 다.

표 9.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상관분석

기업인네트
워크 유형

상 계 있는 변수
Pearson 
상 계수

B2G

성별-경영관리성과기대
임원활동-경영관리성과기대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평균활동기간-임원활동
성별-임원활동

-0.335***
0.212*

-0.354***
0.294**
0.205*

B2B 성별-만족도 0.712**

CEO과정
만족도-인적성과기대
성별-재무적성과기대
평균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평균활동기간-재무적성과기대

0.332**
-0.220*
0.224*
0.237*

***: p<0.01, **: p<0.05, *: p<0.1

표 10.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회귀분석

기업인
네트워크

종속
변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B2G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4.129 8.558***

0.142 3.317**
성별더미 -0.875 -3.090***
만족도 0.043 0.413

평균활동기간 0.004 0.041
임원활동 0.539 2.124**

재무
적성과
기대

상수 4.336 7.045***

0.110 2.733**
성별더미 -0.418 -1.157
만족도 -0.371 -2.796***

평균활동기간 0.017 0.125
임원활동 0.425 1.310

CEO
과정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3.605 8.889***
0.052 2.552*성별더미 -0.453 -1.442

평균활동기간 0.189 1.779*

재무적
성과
기대

상수 2.662 5.713***
0.072 3.265**성별더미 -0.606 -1.733*

평균활동기간 0.231 1.879*

***: p<0.01, **: p<0.05, *: p<0.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상 계가 

있는 것들로만 볼 때, 모두 ±0.4보다 작게 나타나 상

계가 약하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분석 후 B2G 유형의 성과기 (경 리, 재

무 , 인 )를 종속변수로, 평균활동기간, 만족도, 임원

활동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임원활동여부는 경 리성과기

에만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는 재무 성과기 에만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성과기 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2B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성과기 별 회귀모형

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와 B2B유형은 가입한 기업들

에게 성과기 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EO과정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성과기 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독립변

수로 평균활동기간만을 입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경 리성과기 와 재무 성과기 에만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업인네트워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인들은 B2G와 CEO과정에서 B2B보다 성과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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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재무 )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단된

다. 즉, 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학과의 산학연계

를 더 요시 여기고 있다고 단된다. 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 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 기업인네트워크 개별적 분석
9개 기업인 네트워크들에 해서 각 네트워크별로 해

당 기업인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요도, 그리고 성과

기 (경 리, 재무, 인 )에 한 향을 상 으로 

분석하 다. 평균비교분석을 통해서 [표 11]과 같이 정

리하 다. 상 으로 경 리성과기 는 D 학 CEO

과정(최소 선택응답수 무고려)과 충남테크노 크가, 재

무성과기 는 상공회의소가 높았으며, 인 성과기 는 

반 으로 보통수 으로 응답하 다. 개별  요도

와 만족도에서는 충남이업종교류와 S은행CEO과

정이 차별 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네트워크에 한 가

입자 고객충성도가 높게 단되었다.

표 11. 네트워크별 성과기대 및 중요도, 만족도

네트워크 명
성과기

요도 만족도
경 리 재무 인

상공회의소
(n=22) 3.81 3.10 2.81 2.67 2.83

충남테크노파크
(n=48) 3.92 2.88 2.79 3.30 3.27

대전충남이업종교류회
(n=22) 3.59 2.95 2.68 3.60 3.50

충남벤처협회
(n=19) 3.84 2.79 2.84 3.06 3.07

충남국제로타리클럽
(n=11) 3.90 3.00 2.82 2.89 2.63

H대학CEO과정
(n=38) 3.59 2.86 2.68 3.13 3.43

K대학CEO과정
(n=23) 3.78 2.61 2.74 3.23 3.15

D대학CEO과정
(n=6) 4.00 3.00 2.17 2.40 3.00

S은행CEO과정
(n=27) 3.85 2.89 2.48 3.55 3.68

한, 본 에서는 9개 기업인네트워크별로 성과기

(경 리, 재무 , 인 ), 성별, 설립연한, 활동기간, 만

족도, 임원활동여부에 한 상 계를 분석하 으며 

[표 12]와 같이 제시하 다.

표 12. 기업인네트워크별 상관분석 정리

기업인네트워크 상 계 있는 변수들
Pearson 
상 계수

상공회의소
성별-설립연한
성별-만족도
임원활동-만족도

- 0.404*
- 0.515**
0.453*

충남테크노파크

성별-경영관리성과기대
성별-재무적성과기대
성별-만족도
성별-임원활동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만족도-설립연한
임원활동-활동기간
임원활동-만족도

0.344**
0.261*
- 0.261*
- 0.287**
- 0.522***
0.276*
0.250*
0.296*

대전충남
이업종교류회

설립연한-인적성과기대
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임원활동-활동기간

0.419*
0.381*
0.779***

충남벤처협회
성별-재무적성과기대
만족도-경영관리성과기대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0.393*
0.605**
0.488*

충남국제로타리 클럽 성별-만족도 - 0.712**

H대학 CEO과정

설립연한-인적성과기대
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만족도-경영관리성과기대
만족도-인적성과기대
임원활동-활동기간

0.453***
0.298*
0.571***
0.618***
0.357**

K대학 CEO과정 활동기간-재무적성과기대
활동기간-설립연한

0.370*
0.415*

D대학 CEO과정 만족도-활동기간 - 0.945**

S은행 CEO과정 활동기간-설립연한
만족도-인적성과기대

0.374*
0.565**

 

p < 0.01 : ***, p < 0.05 : **, p < 0.1 : *

개별 인 네트워크별로 상 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

분석을 통해 [표 13]과 같이 독립변수인 만족도, 활동기

간, 임원활동여부가 종속변수인 성과기 (경 리, 재

무 , 인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충남이

업종교류회, 충남국제로타리클럽, K 학 CEO과정, D

학 CEO과정, S 융 CEO과정에 가입한 기업들의 회

귀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기업들이 해당 네트워크 모임에서 성과기 (경 리, 

재무 , 인 )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만족도만

이 경 리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 성과기 와 인 성과기 는 회귀모형

이 성립되지 않았다. 임원활동여부를 독립변수로 입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고 만족도만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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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네트워크

종속변
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상공
회의소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3.837 7.007***

0.183 2.898*성별
더미 -1.336 -2.124*

만족도 0.372 2.066*

충남
테크노파크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4.792 13.220***

0.198 4.289**
성별
더미 -0.755 -2.463**

만족도 -0.141 -1.465
임원
활동 0.714 2.631**

재무
적성과
기대

상수 4.816 9.881***

0.263 5.757**
성별
더미 -0.430 -1.042

만족도 -0.484 -3.733***
임원
활동 0.502 1.373

충남
벤처협회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2.984 5.557***

0.685 10.421***
성별
더미 -1.863 -4.012***

만족도 0.816 5.221***
임원
활동 -0.053 -0.171

재무
적성과
기대

상수 2.180 2.836**

0.529 5.860**
성별
더미 -2.203 -3.215***

만족도 0.857 3.714***
임원
활동 0.211 0.454

H대학
CEO과정

경영
관리
성과
기대

상수 1.751 2.539***

0.255 4.307**
성별
더미 -0.164 -0.425

만족도 0.544 3.417***
임원
활동 -0.086 -0.222

립변수로 입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것이다. 

충남테크노 크에 가입한 기업인들은 임원활동여부

가 경 리성과기 에만 정(+)의 향을 미치고 만족

도는 재무 성과기 에만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 성과기 에 한 회귀모형은 성립

되지 않았다.

충남벤처 회에 가입한 기업인들은 만족도만 경

리성과기 와 재무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 학 CEO과정에 해서는 만족도만이 경 리성

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인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기업

인들이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별로 만족도는 상공회의

소와 H 학CEO과정의 경우 경 리성과기 에만, 충

남TP와 충남벤처 회에는 성과기 (경 리, 재무)에 

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네트워크는 성과기 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충남테크노

크만이 임원활동을 하면 경 리성과기 는 높아질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해당하는 기업인 네트워크별

로 특성과 지향 목표가 차별화되어 가입한 기업인들에

게 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기업인네트워크별 회귀분석 정리

***: p<0.01, **: p<0.05, *: p<0.1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논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충남서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기업인

들을 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한 실태조사

를 수행하고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

에 한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서 기업인

들이 기업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하 다. 

수행한 기업인네트워크 가입자의 활동에 한 실태

분석과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몇 

가지 시사 을 도출하 다. 실태분석에서는, 기업인들

은 평균 3개 정도의 기업인네트워크에 가입해 각 가입

단체별로 3년 정도 활동을 지속하 다. 네트워크에 가

입한 기업인들은 경 리에 한 성과기 가 가장 컸

으며, 특히 여성 기업인이 경 리에 해 갖는 성과

기 가 남성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기 도 

상 으로 컸다. 산업별로는 다수인 제조업과 기반산

업보다는 상 으로 서비스업과 기타산업의 기업인이 

더 크게 경 리 성과기 가 나타났지만, 농업, 수렵

업, 임업 등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업인 네

트워크에 신규 가입할 때는 기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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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이력과 주 기 의 인지도를 가장 요하게 

고려하 다. 기업의 매출규모와 기업인 네트워크의 활

동을 보면, 10억 미만의 소규모기업인은 B2G 유형에만 

의존 인 만족도와 요도를 크게 보 고, 30억에서 50

억 규모의 성장 비기업은 모든 유형의 요도가 상

으로 낮았지만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 높게 나타나 네

트워크를 통한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악

된다. 100억에서 500억 규모의 기업은 B2G, B2B 유형에 

한 만족도와 요도가 비교  높았다. 500억 이상의 

기업에서는 각 유형에 크게 요도를 두지 아니하며 학

교나 기 심의 네트워크에 만족도가 컸다. 이는 성장

단계별로 네트워크 활동의 목 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충남서북부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한 연구

가설의 검증은 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  네트워크에 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결과 모든 단계의 검증에서 직원채용  리에 

한 인 성과기 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1단계 

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재무성과기 만이 회귀모형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입단체의 수가 재무 성과

기 에 정의 향을, 만족도가 재무 성과기 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은 가입

단체의 수만이 경 리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인 기업인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는 B2G유형에서 임원활동여부가 경 리성과기

에만 정의 향을, 만족도가 재무 성과기 에만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B 유형과 CEO과정 

유형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다만 단순

회귀분석한 결과에서 CEO과정 유형의 평균활동기간이 

경 리성과기 와 재무 성과기 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으로 9개 단체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상공회의소와 H 학CEO

과정의 경 리성과기 에만, 충남TP와 충남벤처

회에는 성과기 (경 리, 재무)에 향을 미치고 있

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성과기 에 향도 미치지 않

았다. 한, 충남테크노 크만이 임원활동을 하면 경

리성과기 는 높아질 것이라고 나타났다. 한 

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국제로타리클럽, K 학 CEO과

정, D 학 CEO과정, S 융 CEO과정에 가입한 기업들

의 회귀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각 네트워크별로 운  로그램의 차별화가 상

으로 요함을 보 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
본 연구는 실태분석과 더불어 기업인 네트워크의 특

성과 성과기  사이의 유의한 계를 규명하고자 상

네트워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 으나, 기업인네

트워크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인 기업인네

트워크에 한 세부 인 근과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하

다. 한, 요인간의 구조 인 계를 규명하는 모형 설

계와 종합 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 으며 충남서북

부지역에 한정된 소기업만을 상으로 수행하 다는 

한계를 갖는다. 물론 기업체 CEO를 100명 가까이 표본

으로 조사했다는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조사표본의 크

기에 비해서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특성요인에 

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폭

넓은 기업인들을 상으로 조사의 범 를 확 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조사 상, 조사 설계  분석의 범 를 

한정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기업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에 

한 정기 인 실태조사와 분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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