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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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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업의 인사관리와 사업전략 간의 결합패턴에 따른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업전략은 Miles &

Snow의 혁신자, 방어자, 분석자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전략 하에서 인사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15년까지 진행한 사업체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업체들 중 사업전략에 대해 응

답한 465개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몰입형 인

사관리와 성과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전략 유형에 따라 나눈 개별 자료에서 인사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모형을 분석하여 각 모형에서의 변수 간 관계와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

석결과에서 몰입형 인사관리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적합도도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전략 하에서

의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몰입형 인사관리는 혁신자 전략에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적합도도 양호하

였다. 그러나 방어자 및 분석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 간의 결합은 성과에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적합도도 낮게 나

타났다.

주요어 : 사업전략, 인사관리, 조직성과, 결합패턴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pattern of HRM and business 
strategy. The business strategy was divided into Miles & Snow's prospector, defender, and analyzer.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s workplace panel survey from 2005 to 2015, and the analysis used 
465 companies that are common respondents of the six wave surveys. To test the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mbination of high commitment HRM and prospector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Contrariwise, the combination of high commitment HRM and defender, 
the combination of high commitment HRM and analyzer were not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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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상황적 관점에

서 기업이 서로 다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인

적관리 역시 기업의 전략과 적합하게 결합되어 운영되

어야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1]. 따라서

기업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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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입지향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더라도 기업이 추

구하는 전략 유형과 적절히 매칭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2]. 본 논문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상황적합적 관

점에 따라 기업의 내부적인 인사관리와 사업전략 유형

간의 결합패턴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

의 사업전략을 Miles & Snow가 제시한 혁신자, 방어

자, 분석자의 전략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3], 각 전략

유형 하에서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세 가지 전략유형과 인사관리

간의 결합패턴에 따른 조직성과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격년으로 조사한 사업체패널조

사의 1차부터 6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기업 중 자사의

전략유형에 응답한 465개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문헌고찰과 연구모델

1. 문헌고찰

1) 사업전략 유형

기업이 시장에서 취하는 사업전략에 대해 Miles &

Snow는 혁신자, 방어자, 분석자, 반응자의 네 가지 전

략을 제시한바 있다[3]. 혁신자(prospector) 전략은 항상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에 중점을 둔다. 혁신자 전략의

기업은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확

대를 추구하며 산업 내에서 변화주도자로서 혁신을 경

쟁우위의 원천으로 여긴다. 방어자 전략(defender)의 기

업은 현재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방어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에 비교적

소극적이며 이미 확보한 시장에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

렵게 하는 제품의 개선과 원가우위를 위해 노력을 기울

인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보다는 현재 시장에서의 효율

적 지위 추구가 중심이 된다. 분석자(analyzer)전략은

혁신자와 혁신자 유형의 중간적 유형으로 방어자 위치

에서 기존 제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뒤이어

신제품과 시장의 니즈 변화에 적응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에서 혁신자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을 모방

하고자 한다. 분석자형 기업은 기회가 주어지면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선도 기업들의 성공이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따라서 1차로는 시장에서의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후 성과지향적 변화를 추구한다

[2], [3]. 마지막으로 반응자(reactor)는 외부 환경으로부

터의 변화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경쟁자와의 경쟁강도

가 높아져 변화가 불가피할 때 반응하는 유형이며 사실

상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4].

앞의 네 가지 전략 중 반응자는 전략으로 보기보다

는 시장에서 실패하는 유형으로 여겨진다[5]. 따라서 연

구모형에 고려할만한 전략유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혁신자와

방어자, 분석자 유형의 전략을 본 연구의 사업전략의

유형으로 고려하였다.

2) 인사관리

본 연구는 앞선 세 가지 사업전략 유형과 연계하는

인사관리를 종업원에 대한 몰입지향적 정도를 의미하

는 몰입형 인사관리로 설정하였다. 몰입형 인사관리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인사

관리체계로써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직무행동

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구체적으로 몰입형 인사관리가 내포하는 특성은 조

직구성원의 훈련개발, 육성중심의 인사관행, 고용안정,

팀십 중시하는 것으로써, 종업원의 조직몰입을 북돋아

준다. 이러한 인사관리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

한 일체감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동기부여도 커진다. 이

러한 심리적 과정은 조직의 목표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6], [7].

선행연구들에서도 몰입형 인사관리는 자율관리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 혁신의 수

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8].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

로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

는 효과를 얻게 된다[9]. 예컨대, 우리나라 503개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김진희의 연구[10]에서 몰입형 인

사관리가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인사제도의 내재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즉,

몰입형 인사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고취와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혁신을 위한 작업팀의

팀워크를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측면에서 경쟁

우위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1].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시장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99-104,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01 -

제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하며, 이는 다시 제품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재구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

다[12].

3) 성과

성과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과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평가되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도 하다[13]. 기업차원에

서의 성과는 인적자원 성과, 조직성과, 재무차원의 성과

로도 분류된다[14]. 인적자원 성과는 조직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적 측면 등을 측정하여 성과지표로 사용한다.

조직성과는 생산성, 만족도, 원가절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등으로 평가한다. 재무적 차원의 성과는 일반적으

로 매출규모,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같은 계

량적 지표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 중 하나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

스 품질에 대한 평가 자료를 성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인사관리와 사업전략의 결합 패턴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Miles & Snow의 세 가지 사업전략과

인사관리의 결합패턴 모형을 구성한 후, 각 결합패턴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형을 그림 1로

정리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사업전략 유형 중 혁신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

방어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 분석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와의 결합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가정하였

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인사관리

(best practice)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기업차원에서의

경영전략이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의

몰입과 역량 향상을 고취하고 유도하는 인사관리의 효

과는 성과에 일관적일 것으로 주장한다[1]. 한편 아무리

좋은 인사관리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

적 방향과 상황의 변화에 적합성이 높아야만 조직성과

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15].

본 연구의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패턴의 결

합모델이 모두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면, 몰

입형 인사관리의 일관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그에 더해 각 결합패턴별로 서로 다른 영향력 관계

와 모형적합도를 보인다면 어떤 결합패턴이 성과에 효

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조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에

응답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중 2015년 6차 조

사에 응답한 기업은 모두 3,431개 기업이었다. 그러나 5

회차까지 1,70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2015년에 2배의

기업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측정 응답에 대한 경험과 신

뢰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6회차 동안의 패널조사에

모두 빠지지 않고 참여해준 기업 465개를 추출하였고

이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 자료의 측정변수가 기업차원

의 인사관리 특성, 기업의 전략적 방향 및 조직성과에

대한 주관적 측정 자료라는 점에서 10년간 빠짐없이 패

널조사에 응해준 기업들의 응답이 좀 더 일관적이고 신

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사업전략

Miles & Snow의 세 가지 사업전략에 대한 측정항목

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자: 고객의 욕구와 시장의 초기신호에 신속히

대응하여 가장 먼저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어자: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로 안정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이나 신시장 진

입을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

③ 분석자: 신시장 진입이나,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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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먼저 주도하지는 않지만, 선도기업의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한 후 보다 효율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 각 기업의 응답자는 위 세 가지 문항 중 자

사의 전략적 방향에 가장 유사한 문항에 체크하도록 하

였다.

2)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특성이 몰입형인지에 대해 질

문하는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기

업의 일차적인 목표가 종업원의 애착과 충성심을 높이

는데 있음’, ‘직원의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함’, ‘정규직

근로자를 이용함’, ‘팀워크를 중시하는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함’, ‘종업원의 장기적 개발과 육성에 중점을 둠’의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전년도 해당 사업장 주력 제품 및 서비

스의 품질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과 분포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6회

차까지의패널조사에모두응답한 465개 기업의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1개로 분류된 산업

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종업원

규모와산업별로나누어교차분석한결과를표 1에정리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Cross Tab

표 1. 표본의 특성

100명 이하 101명-299명 300명 이상 계

제조업
96

(20.6%)

63

(13.5%)

65

(13.9%)

224

(48.0%)

서비스
68

(14.6%)

61

(13.1%)

76

(16.3%)

205

(44.0%)

기타
21

(4.5%)

8

(1.8%)

7

(1.6%)

36

(8.0%)

계
185

(39.7%)

132

(28.4%)

148

(31.9%)

465

(100%)

제조업은 224개(48.0%), 서비스업 205개(44.0%), 기타

업종은 36개(8.0%) 업체이며,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

업장이 317개(68.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신뢰성을 분석

하였다. 사용된 변수 중 전략유형과 조직성과는 단일항

목이며, 인사관리에대한항목만 5개로구성되어있어변

수 간 타당성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뢰성분석은

인사관리 5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테스트를 실시

하였다. cronbach’s 값은 .768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몰입형 인사관리(평균=3.50, 표준편차=.62)와 조직성

과(평균=3.57, 표준편차=.69)간의상관관계분석에서상관

계수(r)는 .13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 결합패턴별 구조방정식 분석

Miles & Snow의 세 가지 사업전략 유형과 인사관리

간의 결합패턴으로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각 패

턴별로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

중 chi-square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절대적합지수인 RMSEA, 증분적합지수인 TLI, 간명적

합지수인 AGFI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결합패턴

별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표 2. 결합패턴모형 분석결과(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합패턴 모형 계수
표준

오차
t값 model fit

① 전체모형

몰입형인사관리→조직성과
.16 .06 2.47*

N=465, =50.1, df=9,
절대적합도 RMSEA=.09

증분적합도 TLI=.89

간명적합도 AGFI=.90

② 패턴 1(혁신자 전략)

몰입형인사관리→조직성과
.24 .08 2.80**

N=234, =24.3, df=9,
절대적합도 RMSEA=.08

증분적합도 TLI=.94

간명적합도 AGFI=.92

③ 패턴 2(방어자 전략)

몰입형인사관리→조직성과
.19 .15 1.2

N=99, =10.9, df=9,
절대적합도 RMSEA=.05

증분적합도 TLI=.95

간명적합도 AGFI=.90

④ 패턴 3(분석자 전략)

몰입형인사관리→조직성과
.02 .14 .17

N=132, =54.5, df=9,
절대적합도 RMSEA=.19

증분적합도 TLI=.55

간명적합도 AGFI=.72

**: p<.01, *: p<.05

먼저 전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총 465개 기업

을 대상으로 몰입형 인사관리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다음으로 패턴 1 모형은 혁신자 전략 하에서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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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패턴 2 모형은 방어자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

에서의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패턴 3 모형은 분석자 전략 하

에서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N=465)을 대상으로 한 ①번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고몰입HRM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t=2.4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번 모형

의 모형적합도는 RMSEA=.09, TLI=.89, AGFI=.90로 비

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혁신자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응답한

234개 기업의 자료에서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턴 1인 ②번 모형의 분석

결과 고몰입HRM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효

과(t=2.80, p<.01)를 보였다. ②번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RMSEA=.08, TLI=.94, AGFI=.92로 전체기업을 대상으

로 한 ①번 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방어자 전략과의 결합패턴

인 ③번 모형과 분석자 전략과의 결합패턴인 ④번 모형

의 분석은 모두 몰입형 인사관리와 조직성과 간의 유의

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각 모형의 모형적합

도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혁신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 간의 결합이 이루

어진 패턴 1의 ②번 모형만이 변수 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업들의 사업전략 유형과 인사관리 간의

결합패턴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몰입형 인사관리는 조직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모형적합도 역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기업을 Miles & Snow의 전략유형에 따

라 나누고 각 전략유형 집단별로 몰입형 인사관리가 조

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즉, 혁신자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의 결합패턴을

보인 집단에서 몰입형 인사관리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모형적합도 역시 향상되었

다. 반면 방어자 전략과 분석자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에서의 몰입형 인사관리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효

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모형적합도 역시 유의한 변화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방어자 전략의 경우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현

재의 시장위치를 안정적으로 방어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서의 효율성 추구가 중심이 되며 원

가절감에 많은 노력을 투여하게 된다. 가격경쟁력을 추

구하는 원가우위전략과 유사한데, 이러한 전략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헌신을 유도하는 몰입형 인사관리

의 결합패턴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가

절감에 치중하는 방어자형 전략과 몰입형 인사관리의

결합 패턴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몇몇 선행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다[16], [17].

한편 분석자 유형의 전략 역시 그 개념적 정의로는

혁신자 유형과 방어자 유형의 전략을 복합적으로 내포

하고 있어 두 전략의 장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각 전략 간의 특성이 구분되지 못하거나 두 전략유형의

단점들이 혼재될 경우 조직성과에 더 부정적이라는 연

구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설명된다고

여겨진다[2], [18].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전략적 방향 중에서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혁신지향

적 기업이 종업원의 역량 향상과 헌신을 유도하는 몰입

형 인사관리와의 결합할 때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적 역량을 향상하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

출하고자 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며[19], 조직 구성

원의 성장을 위한 훈련개발과 동기부여 효과를 높이는

인적자원관리가 결합 될 때 긍정적인 조직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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