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489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의 활용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s of Succession Pla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손용원*, 신수영**

국도화학 인사운영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Yong-Won Son(syw0507@naver.com)*, Soo-Young Shin(swim1@ynu.ac.kr)** 

요약

승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치중하거나 가족기업에 초
점을 맞춰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계가족에 의한 승계나 정부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승계제도의 실질
적인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적
자본기업패널 중소기업 172개의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수록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승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암묵지 이전 및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형성 등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 계획
의 과정에서 후계자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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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succession plan have the limitation that it has focused on policies 
or systems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succession, or is limited to family companie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ctual utilization of the success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ather than the succession by direct families or the government's 
policies. We would also like to identify other situational factors that may affect this relationship to better 
understand the succession plan and its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this end, the 
analysis of 172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Human Capital Enterprise Panel showed that 
the more practical the succession pla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used, the more 
positi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 succession plan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implicit 
transfer and formation of positive impressions of companies. Furthermor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strengthened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succession plans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cooperative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the more the successor can secure legitimacy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planning 
based on 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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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잡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직에서 갑자기 리더가 부재하게 되면 조직은 불가피하
게 변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엔 기업 전체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승계 계획(succession 
planning)은 기업이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미리 경영자로서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인재를 평
가하고 선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개발, 훈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1].  조병선과 조봉현(2007)의 연구에 따르면
[2], 20년 이상된 장기 생존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
해서는 승계 계획 수립이 필연적인데[3], 중소기업의 경
우 대기업 만큼 승계 계획을 위한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청의 2016년 설문조사에서도 폐업 
예정 기업인 1929사의 28.6%가 ‘후계자 부재’를 폐업
의 이유로 꼽았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사업
승계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그다지 많지 않
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60~80대 중소기업 
경영자 중 ‘사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중은 50%를 
밑돌았다. 

중소기업 승계 계획과 관련한 국내연구에서는 승계 
계획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승계자체가 원활하
게 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치중하거나[2][4], 가족기업에 
한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경영승계가 직계에게 이루어지는 경
우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을 연
구의 대상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의 형태로 가족승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
존 연구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가족승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승계형태가 다양한 만큼 모든 형
태를 포함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업에서 성공적인 승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승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이해관
계자의 만족이고, 다른 하나는 승계 후 객관적 평가로
서의 기업의 경영성과이다[7].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에서는[8] 승계 계획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

증적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승계 계획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의 실시여부만을 가지고 분석
하기보다는 실시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정도를 분석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이 개별 제도를 도입하였더라도 
그 제도가 충분히 시스템화되지 못해 그 활용정도가 낮
다면 본래 기대했던 만큼의 조직성과를 거두기가 어려
울 것이다[9].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
었다. 첫째, 중소기업 내에서 승계 계획이 단순 실시되
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수록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적 상황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즉, 기존 선행연구에서 미진하였던 중소
기업에서의 승계계획의 활용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들에 있어서 기업외부의 
정책적인 제도가 아니라 기업내부에서의 협력적 노사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승계계획의 개념
Beckhard and Burke(1983)는 기업승계를 창업자

로부터 가족구성원 또는 비가족구성원인 후계자에게 
리더십 바통이 넘겨지는 것이라 정의하였고[1], 
Ward(1990)는 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질성을 유
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존립,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경
영권 및 소유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고 하였다[10]. 즉, 넓은 의미에서 승계는 기업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영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자녀 등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
련된 모든 사항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2]. 

그런데 Ward(1987)는 승계에 대해서 승계는 일회성
의 이벤트가 아닌 장시간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과 주도
면밀한 경영관리에 의해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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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10]. 승계계획의 초기 연구에서는 승계계획을 
1차원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단지 ‘하나의 방안으로 
조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승계계획을 승계 후계자 
후보들을 정하고 후계자를 디자인하고, 그에 관한 의사
를 결정할 리더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1]. 근래에 들어서는 승계계획
을 복수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장기간의 프로세
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가족기업에서는 승계계획
(succession planning)을 기업이 세대를 넘어가더라
도 가족 간의 화합과 기업의 존속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2]. 

국내의 연구에서는 승계 계획을 후세대에게 기업의 
경영상태가 원활하도록 기업의 경영권(소유권)을 후손
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계획이라고 정의하
였다[4]. 그리고 조창배(2008)의 연구에서는 승계계획
을 여러 세대를 통하여 기업이 오래 유지됨을 보장할 
목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후계자의 선택 및 훈련, 권
한 위임에 관한 대처, 이러한 변화를 주변인에게 알리
는 일, 가장 어려운 문제인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일 등
의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13]. 승계연구의 대부
분은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계계획의 정
의 또한 가족을 포함하는 정의가 많다. 승계계획의 보
다 포괄적인 정의는 현재와 미래의 후계자들을 적절하
게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 결과 개인의 경력은 조
직의 요구와 개인의 열망으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관리
되어 진다[14].  따라서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승계
계획이란‘장기간에 걸친 승계 과정에서 기업이 리더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 기업을 이끌어갈 후임자
를 사전에 선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
고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승계계획의 주요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사업체를 물려주려는 현 경영자의 의지가 승계계획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는 
‘계획적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 이 이론은 Ajzen(1991)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어떤 행위(Behavior)는 그 행위를 하게 될 개개인의 의
도(Intention)에서 비롯되고, 이 의도는 개개인의 태도

(Attitude)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15]. 즉, 태도
(attitude) → 의도(intention) → 행동(behavior)의 
순서가 가능한 것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승계는 기업
가적 행위를 설명하거나[16], 경영승계 과정에서 승계
자의 승계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17]. 행위 
결과가 자신에게 바람직스럽다고 인식될 때, 자기가 속
해 있는 준거집단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
을 때,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들을 자
신이 통제할 수 있어서 그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인식될 때, 적극적인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15]. 
요약하면, 태도의 형성은 결과가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
으로 인식되는지, 행위가 준거집단에 의해 수용되는지,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자신의 역량으로 처
리, 통제할 수 있는지 등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는 충족되더라도 다른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
는 발현되지 않을 것이다[18]. 이를 승계계획에 연관시
켜보면 승계해 주고자 하는 승계계획의 행위는 현 경영
자가 승계를 실시함으로써 가족기업으로서 승계 후에
도 여전히 가족이 통제력을 가지는 기업으로 존속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될 때, 현 경영자
의 준거집단인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기업의 유지를 원
하는 기대가 커서 승계계획을 수용할 때, 현 경영자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승계를 하겠다는 의지
가 강할수록 승계를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의도가 생기
고, 따라서 승계계획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19].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계획적 행위이론을 
승계와 연관시켜 현 경영자가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
주려는 태도가 승계에 대한 의지, 승계의도로 발현되며, 
이는 행동으로 나타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0]. 이처럼 계획행동으로서의 승계는 승계에 대한 기
존 경영자의 의지가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승계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대
리인 이론이 있다. 대리인 이론은 주로 가족기업의 특
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언급되었다[21]. Harris 
and Helfat(1998)은 승계 계획 자체가 부족하면 대리
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22], Shen et 
al.(2003)은 승계 계획이 참호현상(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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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nchment)과 관련된 잠재적인 대리인 문제를 줄
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23]. 참호현상이
란,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로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
보다 자신이 교체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는 경
영행위를 일컫는다. CEO의 자리에 승계 계획의 일환으
로 후계자를 임명해 두는 것은 CEO 참호현상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24],  CEO가 최고 경영진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음을 시사한다[25]. 또한 중소기업은 
지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승계 계
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식이 후세대에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26].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주요 직원에 대한 
지식이 회사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27], 
회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승계 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8].

마지막으로 인상관리이론에 따르면[41], 기업의 승계 
계획 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기업은 주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
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가설 설정

1.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승계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29]. 
따라서 승계 계획은 승계 자체와는 구분지어서 이해하
여야 한다. 예상치 못하게 승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미리 승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정부터 기존에 경영자가 해왔던 업무들을 
이전하고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기
업 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켜 업무의 효율
성이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승계 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기업 전체의 운영
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승계 계획을 통한 기업 내 암묵지의 이전은 직
원들이 회사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27].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종
업원들이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이러한 지식의 흐름을 원
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30], 종업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승계 계
획의 수립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입증하였다[5]. 기업이 승계 계획의 실시과정에서 후
임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기업 내 자격있는 인재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미리 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은 일
반적으로 잠재적인 경영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기업의 
긍정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25].

또한 승계 계획을 통한 조직성과는 조직 내 구성원들
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상 관리 이론
(Impression management theoy)에 따르면 기업은 
승계 계획의 실시를 통해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
터 긍정적인 인상 관리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은 승계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CEO 승계 
계획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리 CEO 후보들을 
확인함으로써 그 후보자의 자질 등에 관해 확신을 갖게
끔 한다[31]. 이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김주희⦁남대일(2015)의 연
구에서도 인상관리의 일환으로 승계 계획이 조직 혁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32].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단지 승계 계
획을 단순히 실시하기 보다 실제로 활용정도가 높다면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인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승계계획의 활용정도는 조직성과와 정(+)의 관
계를 가질 것이다. 즉, 승계계획의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을 것이다.

2.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절효과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상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승계 계획을 통해 후임자로 선정된 
후계 경영자는 추후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기존의 구성
원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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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Barach et al.(1991)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료의 인정과 그들로부터의 
신뢰를 제시하였다[33]. 이러한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
해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에 주목하였다. 
협력적 노사관계란 근로자와 경영자가 힘의 균형을 이
루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34]. 즉, 협력적 노사관계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
록 경영자와 종업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되고[35], 이를 통해 종업원들은 조직
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인강(2008)은 사업체 패널 자료를 통하여 노사관
계가 협력적일수록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밝혔고[36], Kersley et al.(2006)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37]. 그 밖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노동조합의 
단순 유무나 구조적인 특성보다 노사관계분위기가 개
인 종원업 및 조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8].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기업
에서 노사관계가 협력적 일수록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
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H2: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
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협력적 노사관계가 
강할수록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간 정(+)의 
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론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KRIVET)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의 6차(2015년)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6차년도 조사된 총 기업수
는 467개이며, 근로자 수는 10,069명이다. 이들 중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
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기업규모가 “300인 미만”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수준과 근로자수준 데이터를 결
합하는 과정에서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제외
하고, 한 기업내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172개의 
기업 내 4238명의 근로자이다.

2.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승계계획의 활용정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승계계획의 활용정도는 ‘기업 

내에서 승계를 위한 승계계획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지 정도’로 정의한다. 김주희⦁남대일(2015)의 연구에
서는 단지 승계 계획의 실시 여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1, 아닌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정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방식대로 측정을 하기에는 제
약이 있다. 따라서 ‘귀사는 승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
니까?’ 와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활용
정도가 어떠합니까?’ 의 설문문항을 미실시를 1, 거의 
활용하지 않음을 2, 조금 활용하고 있음을 3,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음을 4,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5로 코딩하
였다. 

(2) 조절변수: 협력적 노사관계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서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내 

노사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정
도’로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 ‘귀사의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로서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1:‘매우 대
립적임’, 2: ‘다소 대립적임’, 3: ‘그저 그러함’, 4: ‘다소 
협력적임’, 5: ‘매우 협력적임’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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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3) 종속변수: 조직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조직성과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직원의 
직무능력.’,‘노동생산성’,‘회사의 이미지(우수인력의 유
치 등)’,‘직원의 의욕’,‘직원의 이직방지’이다. 기업수준
으로 4점 척도(1:‘거의 향상되지 않았음’, 2: ‘조금 향상
되었음’, 3:‘어느 정도 향상되었음’, 4: ‘많이 향상되었
음’)로 측정한 후 이를 평균하였다.

(4) 통제변수: 산업
본 연구에서는 승계계획 활용정도의 효과를 보다 정

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조직수준의 변수(산업)를 통제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은 1, 비제조업(금융업과 비금
융업)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앞서 조직수준에서 측정된 변

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앞서 예
상한 바에 의하면 산업의 유형이 승계계획의 활용정도
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
만 산업이 승계계획의 활용정도(r=-.056, p>.05) 와 조
직성과(r=.107,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않았다. 반면 본 연구의 가설인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간(r=.169, p<.05) 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명 M SD 1 2 3

1.산업 .79 .408 　 　 　

2.승계계획의 
활용정도 1.16 .596 -.056

3.협력적 
노사관계 3.88 .830 .083 .049

4.조직성과 2.045 .649 .107 .169* .168*

N = 172. *p < .05, ** p < .01

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1에 해당하는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승계계획의 활용정도는 조직성과
(β=.172, p<.05)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에서 승계계획이 실질적으로 활
용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절효과 검
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였으며 모형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2, p<.05). 즉, 승계계
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는 협력적 노사관계
에 의해 강화된다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

표 2. 가설 결과 요약

가설 결과

1. 승계계획의 활용정도는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지지

2. H2: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간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지지

Ⅵ. 토론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연구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계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에서 승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케 하여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
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 계획의 과정에서 후계자가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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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조직성과

모형 1 모형 2 모형3

통제 산업 -.106 -.097 -.098

독립 승계계획의 활용정도 .172* .164* .146

조절 협력적 노사관계 .155* .147*

상호작용 승계계획의 활용정도 X
협력적 노사관계 .152*

R-squared .040 .064 .086

⊿ R-squared .040* .024* .023*

F-value 3.495* 3.803* 3.942**

표 3. 회귀분석 결과

N = 172, *p < .05, ** p < .01

2. 연구의 시사점
첫째, 그동안의 국내외 승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승계 계획에 대해 주로 다루기보다 승계 자체의 효과성
과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요인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2][43]. 승계 계획을 다룬 연
구에서도 승계 계획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승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연구되었다[6]. 그러나 서두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승계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는 오
늘날, 승계 계획을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서 연구할 가
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계 계
획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다루어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는 승계계획의 단순 실시여부 
뿐만 아니라 활용정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활용정도가 미
미하다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9]. 따라서 본 연구는 승계 계획의 실시여부에 한발 
더 나아가 조직에서 실질적인 활용정도에 대하여 분석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에서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서 상속
세나 증여세 감면, 정부의 승계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주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조하였다면 본 연구에
서는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검증해봄으로써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승계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기 때

문에 간혹 승계 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중소
기업중앙회(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반 이상의 중
소기업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승계할 의지는 있지만, 체
계적인 승계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승계 계획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궁
극적인 조직성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실무 담당자로 하여
금 조직 내에서 승계가 닥치기 전 미리 승계 계획을 활
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업차원에서의 성과향상 뿐
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실무적 시
사점을 주고 있다. 즉, 조직 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
성되어 있을 때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의 효과는 더 강
화되기 때문에 기업과 종업원 모두 이 점을 염두에 두
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42][43], 가족중심의 국
내중소기업의 승계계획뿐만 아니라 비가족구성원에 의
한 승계계획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방안
위와 같은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패널자료의 한계로 인해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
해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차자료의 
한계점 때문에 주요변수에 대한 학술적 검증 절차를 거
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형을 통제변수
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조직성과는 산업 유형뿐만 아니
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령, 규모, 조직 내 인사제도 수준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와 종속변수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승계 계획
의 활용정도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와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동일 시점에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즉, 횡단적 접근(cross-sectional)
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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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개발 등에 따른 효과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 후 나타나
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종
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를 사용하여 분석 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
여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직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의 효과 또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 변수 중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의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지만 연구의 범위를 넓혀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하는 연구도 추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김계정⦁이진규(2003)의 연구에서는 승계 자체
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규모
를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40].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조절변수들의 적용을 통해 승계계획 활용
에 대한 연구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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