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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

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

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며,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77부가 본 연구

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와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략적지향성의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은 정보기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혁신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

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는 고객지향성과 재무성과 간, 시장

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지향성

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관 간, 시장지향성과와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그리고 기

술지향성과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에는 영향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기술역량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에도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혁신성은 비재무성과와 신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정보기술역량의 매개 역할을 검증한 결

과, 정보기술역량은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에 완전 매

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에 완전 

매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혁

신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한 결과, 혁신성은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와 신제품성과 

간에 완전 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재무성과 간에는 부분 매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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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에는 완

전 매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확장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략

적지향성의 후행변수들과 기업성과의 선행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전략적지향성,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이론을 통

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경쟁우위 확보 및 기

업성과 달성을 위하여,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등의 전략적지향성을 

채택하려고 할 때, 고객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나, 시장지향성

과 기술지향성은 중소기업 및 그 조직구성원의 정보기술역량 및 혁신성 향상을 통

하여 기업성과에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략

적지향성 자체에 대한 고려보다도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의 정보기술역량 및 혁신

성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략적지향성,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혁신

성, 기업성과,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신제품성과, 중소기업,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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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cation Technology)

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등 혁신기술과 기술 간의 융⋅복합을 통해 모

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되어 산업⋅경제⋅사회⋅문화 등 인간사회 전 분야에

서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것이다(최경주, 2020).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치열해지는 시장경쟁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성공요인으

로써 전략적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이

경석, 2018). 이러한 지향성은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여 준다(Hakala, 2011). 많은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틈새

시장을 개척하며, 제품 차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적인 경영전략과 시장 지향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 기술지향성(technology orientation)과 같은 조직적 특성이 전제되

어야 한다(여형운, 2014; 한희선, 2020).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지향성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정보기술역량(IT 

competency)을 향상시키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innovativeness)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성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황경연, 2010; 최광섭, 2009; 유대

원, 2017).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기업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보기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cKay와 

Brockway(1989)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인프라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지

원하는 기업조직 내 정보기술역량의 총합으로 정의하였고, 정보기술 인프라가 중소

기업에서 공유된 자원으로써 향후 정보기술역량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Bharadwaj(2000)는 정보기술 인프라 역량 확보를 통하여 경쟁기업들에 비해 차별화

를 통한 향상된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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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따라 업무개선과 더불어 조직구조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끊

임없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Bharadwaj, 2000). 정보기술은 중소기업 조직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으로 기업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유대원, 2017).

  오늘날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융복합의 가속화로 인해 산업간 영역이 붕괴되는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

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성과 창출과 생존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은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유대원, 2017).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하면서 조직 구성

원들 간의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Dibrell 등, 2008; Soto-Acosta 등, 2016). 즉,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정보기술 

인프라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활동 지속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은 지식의 생성, 축적, 공유, 활용, 학습으로 이어지는 지식경영 선순환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활용적 기술혁신 및 탐험적 기술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haradwaj, 2000; Tippins와 Sohi, 2003; Soto-Acosta 등, 2016). 이

러한 정보기술 활용능력 및 인프라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기술활

용 측면을 중소기업 환경에 맞게 강화하여야 한다(유대원, 2017). 따라서, 중소기

업에서 정보기술역량을 기반으로 한 혁신 마인드 및 혁신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가

운데 혁신지향적인 조직의 특성 요인으로 혁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

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의 

고객지향적인 성향은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에서 시장과 기술 즉,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과 기술지향성(technology 

orientation)은 중요한 관리대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혁

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할 때 더욱 요

구된다(김현주, 2008). Han 등(1998)은 시장지향성이 기업의 혁신성을 매개로 기업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장지향성의 결과로써 혁신성을 상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프로

세스를 창조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시장 지향적 문화가 기

업의 혁신성을 향상시켜 신제품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Atuahene-Gima, 1995; Han 등, 1998). 이와 관련하여 Kirca 등(2005)의 연구는 기

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기업의 혁신성이 기업성과를 매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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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Lado와 Maydeu-Olivars(2001)는 시장지향성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지향성이 혁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배경에 따라, 이들 

간의 경로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등을 동

시에 고려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전략적지향성들과 기업성과의 관계

만을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이

들 간의 경로관계 관점에서,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선행변수인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전략적지

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결국 중소기업의 조직특성 관점으로 전략적지향성, 정보기술역

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경로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증적 차별

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

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매

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략적지향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

문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

술역량과 혁신성을 매개로 한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전략적지향성이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정보기술역량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정보기술역량이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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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곱째,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작용

을 하는가? 

  여덟째,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혁신성이 매개 작용을 하

는가? 

  즉,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

하여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전략적지향성을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의 3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한 뒤 전략적지향성의 3가지 구성

요소와 기업성과 간의 경로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적지향성이 선행변수

로써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이 전략적지향성과 기

업성과 간에 매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서로 간

의 경로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지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지향성 분야에

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전략적지향성과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역량 및 혁신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을 축적하

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정보기술역량 

및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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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

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지향성, 정

보기술역량, 그리고 혁신성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2020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

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동

기와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이론을 비롯하여 정보

기술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연구의 설계 부분이며, 선행연구로부터 확인된 전략적지향성, 정보기술

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의 영향 관계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또한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를 설명하였고, 연구방법

에서는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밝혔다. 

  제4장은 실증적 연구에 관한 결과로써 기초통계분석 및 연구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안된 연구변수들에 대

한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분석(경로분석),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이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이론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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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전략적지향성

  지향성(orientation)은 기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

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다(강도규, 박성용, 

2007).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뚜렷한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지향성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기업은 현재 시장에서의 기업의 위치와 표적 고객에 따라 적절한 지향성

을 설정하여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Gatignon와 Xuereb, 1997). 따라서 기업

의 지향성은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시장경쟁에서 우위

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임성근, 2012).

  전략적지향성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하고 일반적인 수단

이며(Venkatraman, 1989), 기업이 지속적이며 우수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적절

한 행동을 유발하는 전략적 방향이다(Narvar와 Slater, 1990). 또한,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채득되어 있는 무형의 요소로써(Barney, 199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기업의 활동과 전략의 설정에 도움을 준다. 즉,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위해 만드는 전략적 행동으로(Hult와 Ketchen 2001), 기

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전략적지향성을 발전시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조사, 관찰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기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 그들의 경쟁기업이 어떠한 전략적지향성을 추구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

할 필요가 있다(Deshpande 등, 2012). 경쟁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을 파악하여 그들과 

구별된 전략을 목표 시장에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임성근,2012).

  선행연구에서 전략적지향성의 주요 변수로 다양한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Gatignon과 Xuere(1997)는 우수한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변수로 마케팅 

차원에서 시장지향성과 혁신 차원에서 기술지향성을 제시하였고, Zhou 등(2005)은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Slater 등(2007)

은 고객지향성, 기술지향성, 제품지향성을 전략적지향성의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

고, Jantunen 등(2008)은 기업가 지향성, 학습지향성, 국제적 성장 지향성 등을 전

략적지향성의 구성요소로 제안을 하였다(임성근,2012). 기존은 많은 연구에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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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향성을 여러 하위 차원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위 차원들 중에서 고객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은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 별개의 개념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Nasution 등 2011)는 주장과 고객지향성을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한 학자도 있고(Kohli와 Bernard,1990; Narver와 Slater, 1994), 

고객지향성을 시장지향성과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Drucker, 1954; Day, 1994; 유봉호, 2011). 본 연구에서는 위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임성근(2012)이 제시하고 있는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을 전략적지향성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고객지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고객이나 시장의 관점에

서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Band(1991)는 기업 

활동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고를 잘 실천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핵심이라고 제안하였으며, Whiteley(1991) 또한 모든 기업들은 고객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객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는 바로 마케팅 

개념인 동시에 고객지향적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성과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

인이라 할 수 있다(Webster, 1988). 고객지향성이란 경쟁우위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지속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목표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객들을 충분히 이해하

고자 하는 조직적인 의지를 말한다(Narver와 Slater, 1990). Kotler와 

Keller(2006)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상

호이익을 제공하는 관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으로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객지향성은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믿음의 집합체

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의 현안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세분시장, 해당 

시장의 중요성 및 성장 속도 등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략적 요소이다. 이

로써 고객의 만족과 인식된 품질, 혁신성, 그리고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Kirca등, 2005).

  따라서 고객지향성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

추도록 하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

다(Jaramillo와 Grisaffe, 2009). 고객지향적 기업의 구성원들은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파악한 새로운 요구를 조직

의 구성원들과 빠르게 공유함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고 꾸준히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구까지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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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awe 등, 2009; Min 등, 2007). 양질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

급자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합쳐질 때 생산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

에 있어 종업원의 태도는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Xiang와 James, 2010). 고객

지향성이란 기업이 고객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관점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고

객의 관점에서 인지되고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의 고객과 미래의 잠재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는 고객지향성이 현대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시장지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시장지향성은 고객을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우월한 기술 또는 능력을 일컫

는 개념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은 이익을 창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이다(Zhou 등, 2005). 시장지향성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

념으로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시장의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고객과 경쟁자들에 대

한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조직 전체에 확산·공유하며 조직 전체가 반응하는 

것이다(Fierro 등, 2011). 시장지향성은 행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의 두 가지로 

정의된다. 행동적 관점에서 시장지향성은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시

장정보를 전사적으로 창출하여 조직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며 전사적으로 반응하

는 것(Kohli와 Jaworski, 1990)이고, 문화적 관점에서의 시장지향성은 소비자를 위

한 가치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창조하고 결과적으로 뛰

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업문화로 정의된다(Narver와 Slater, 1990).

  조직이 시장지향성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시장세분화에 좀 더 치중하여 세분화

된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도

록 협력하게 된다(Gounaris 등, 2004). 공통의 목표에 대한 협력 과정은 종업원들

로 하여금 회사에 공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조직의 반응속도

를 증가시킨다(Kohli와 Jaworski, 1990). 또한 시장지향적 기업은 높은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시장의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

(Zhou 등, 2005). 새로운 제품을 찾거나 기존 제품을 변형하는 등의 혁신을 촉진시

키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다(Han 등, 1998).

  시장지향성은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행태학적 문화로 현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장기적 발전과 공격적인 마케팅 목표, 경쟁에 대한 몰입,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chlegelmilch와 Ram, 

2000). 이러한 시장지향성의 구성요소로 정보창출, 조직 내 정보확산 및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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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전사적 차원과(Kohli와 Jaworski, 1990)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부서 

간 조정(Narver와 Slater, 1990) 등의 문화적 차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Gounaris와 Avlonitis 2001). 반면에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최고 경영

자의 마인드, 리더십, 조직구성 능력(최고 경영자의 요소), 부서 간 유기적 연계

(부서 간의 관계), 시장지향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유무(조직의 시스템 요

소)와 환경적 요소 등이 있다(Kohli와 Jaworski, 1990).

  ①정보창출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의 요구나 필

요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 

역시 제대로 된 정보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y와 Wensley, 1988). 즉, 시장

의 정보창출을 위해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자사와 경쟁자의 활동을 수집하고, 시

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적용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예측하고, 대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창출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조직 내 정보확산

  조직은 정보창출을 통해 획득한 시장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은 수집한 정보를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

게 한다. 따라서 조직 내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중

요하지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Zeithaml 등, 2008).

  ③전사적 반응

  시장지향성 조직은 동태적인 시장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사적 반응은 기업이 표

적시장 내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써, 고객이 필

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조직의 적극적인 

반응이다(Goleman 등, 1995; Meredith와 Francis, 2000).

3) 기술지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기업의 활동은 고객의 요구를 찾아내어 충족시켜 주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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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기술지향성은 경쟁사보다 우월한 기술

의 진보를 달성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 경영활동으로써(Gatignon와 Xuere, 

1997), 변화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이 더 많은 이득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Fritz, 

1996). 기술지향성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려는 시장지향성과는 차

이가 있다. 기술지향성은 고객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

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장지향성은 고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 기반의 혁신은 기술지향 기업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시

장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은 기술적으로 너무 평이한 경우가 많다(Zhou 등, 

2005). 즉, 기술지향성은 최신의 기술 적용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

합하는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시장지향성과 다르다. 기술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기

술적으로 뛰어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기술자원을 사용하여 시장

에 혁신적이고 보다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경쟁사에 의해 쉽게 복제

될 수 없는 기술적 요소로써 경쟁우위를 확보의 원천이 된다(Jeong 등, 2006).

  기술지향적 기업은 획기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우선시 되어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경영전략과 기업 활동의 규범이 된다. 혁신적인 창의성을 가진 

기업은 독특하고 의미 있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Hurley와 Hult, 1998). 즉 기술지향 기업은 기술개발 집약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며 신제품 개발에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기술지향성은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지향적 

구성요소는 신제품 개발 시 정교한 기술의 사용, 신기술 통합의 속도, 신기술 개발

의 전향성, 신제품 아이디어들의 창출 등이 있다(Gatignon와 Xuere, 1997). 국내의 

기술지향성 관련 연구에서는 기술지향성을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환경으로 구

분하거나, 신제품, 신공정, 신방법, 신서비스를 창조하거나 첨단기술에 의한 혁신

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구분하였다(강도규 등, 2007). 이러한 기술지향성

의 구성요소에는 검증된 기술적 혁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제품 차별화를 위

한 기술적 우위의 강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 제품 도입기 초기에 신기술의 적

극적 채택도 포함될 수 있다(강도규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성근

(2012)이 제시한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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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기술역량

변화가 빠른 경영환경에서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Powell와 Dent-Micallef(1997)는 정보기술이 기업조직 내 다른 경영

자원들과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특화되어 조직에 내재될 때 기업의 경영성

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희소

하고, 가치 있고, 모방할 수 없으며, 전용이 불가능한 정보기술 역량을 형성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정보기술 관련 자원들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haradwaj(2000)는 정보기술 역량을 다른 경영자원과 역량을 함께 제공하거나 조합하

는데 정보기술 기반 자원들을 이동하고 배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정보기술 역량

이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다

양한 특정 정보기술 관련 자원들이 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Bharadwaj(2000)는 기업들이 고유한 정보기술 능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기반구조, 정보기술 관련 인적자원, 정보기술이 가능한 무형자산의 3가지 핵심 정보

기술 관련 경영자원들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기업의 여러 자원 중 하나로 보고 자원준거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유

대원, 2017). 자원준거관점에 기초할 때 역량은 기업 고유의 자원 때문에 모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완전 모방성은 경쟁우위의 기초가 된다(Bharadwaj, 2000; Powell

와 Dent-Micallef, 1997). 자원준거관점은 기업 간 성과 차이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보다 기업 간 보유자원의 이질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arney, 1991). 즉, 희귀하고, 

가치 있고, 대체할 수 없으며,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과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업

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ney, 

1991; Dierickx와 Cool, 1989). 이 관점에서는 기업의 성공이 전적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산업조직론 관점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이 보유한 

독특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자원준거관점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원천을 

외부환경에서보다는 기업의 특성에서 찾는 이론이다. 이 관점에서 정보기술능력은 기

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haradwaj, 2000). Feeny와 Willcocks(1998)는 9개

의 정보시스템의 능력을 정의하고 이들 능력이 기업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Ravichandran와 Lertwongsatien(2000)은 정보기술역량을 변형역량과 운

영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들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그들이 제시한 변형역량(transformational competence)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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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운영역량(operational competence)은 비즈니스

에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정보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Bharadwaj(2000)은 자원준거 관점에 기초하여 정보기술능력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보기술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기

업의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ippins와 Sohi(2003)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보

기술역량(IT competency)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특히, 

그들은 기업의 정보기술역량을 정보기술지식, 정보기술운영 및 정보기술기반의 개념

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Tippins와 Sohi(2003)는 정보기술능력을 기업조직 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Pavlou와 El Sawy(2011)는 정보기술활용능력을 기업에서 신

제품 개발 활동 속에서 제품 개발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 기능들을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Ong와 Ismail(2008)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보기술역량이 기업의 차별화 및 비용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등(2006)은 정보기술능력을 정보기술 인프라, 정보기술 무형

자원, 인적정보기술자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

계를 밝혔다. Gibb와 Haar(2007)는 자원준거 관점에서 정보기술역량이 시장성과와 제

품 및 시장개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Lin(2007)의 연구에서도 정보기술능력이 은행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Zhang(2005)은 정보기술능력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관계를 밝혔다.

손상혁(2021)은 정보통신기술역량을 활용역량과 운영역량 2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역량 개념의 측정을 위하여 김정포(2016)과 이양복(2020)의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을 활용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역량의 활용역량 측정항목은 

“회사의 IT 시스템 사용 능력 정도,” “회사의 IT 시스템 유지보수 능력 정도,” 

“회사의 IT 조직 구성원의 IT기술 및 지식 보유 수준 정도,” “회사의 공식적 IT 

관련 부서 설치 및 예산 할당 정도”와 같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보

통신기술역량의 운영역량 측정항목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IT 시스템 사용 수준 정

도,” “회사의 표준화된 프로세스 및 시스템 기반의 업무 수행 정도,” “회사의 고

객/시장정보 분석을 위한 IT 기반 시스템 사용 수준 정도,” “회사의 업무 수행 과

정을 IT 시스템 통하여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수준　정도”의 총 4개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김근아·김상현(2015)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역량을 전략적 IT 계획 수행, IS 개

발, IS 사용 및 활용, 그리고 IT 자산 및 기능 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IT 자원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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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배치하는 기업의 능력 정도라고 정의하고, 측정항목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

에 IT의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 "비즈니스 전략 실현에 대한 IT의 영향을 

이해하는 정도," "효율적으로 IT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적시에 비즈니스 요

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 "IT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사용에 숙련된 정

도," "IT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를 이해하는 정도,"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정보시

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 "강력한 IT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도" 

등의 8개 항목을 사용하였다(Ravichandran와 Lertwongsatien, 2005; Pavlou와 El 

Sawy, 2006; Wang 등; 2012).

황경연(2010)의 연구에서는 Tippins와 Sohi(2003)과 Ong와 Ismail(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보기술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기술 지식, 정보기술 운영, 그리고 정보

기술 기반 3가지 개념을 활용하였고, 그 세부 측정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기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지원 인력은 정보기술에 

매우 익숙해 있다”, “우리 회사는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관련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정보 기술혁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고

객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

다” 등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정보기술

운영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통해 시장정보를 능숙하게 수집하

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일상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시장정보를 얻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온라인상에서 고객정보를 수집하

기 위한 절차를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및 시

장정보를 분석한다”,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획득하고, 저

장하고, 처리한다”, “우리 회사는 자주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고객정보를 관리

한다” 등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정보기

술기반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는 정보시스템(IT)부서가 잘 갖추어져 있다”, 

“우리 회사는 전문적으로 정보기술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인력들을 잘 확보하고 있

다”, “우리 회사는 매년 새로운 정보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필요할 때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다” 등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들 모두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정보기술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폭넓고 복잡

하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기술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역량(IT competency)을 기업이 기업 내에서 정보를 관리하기 위

해 정보기술 기반과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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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Tippins와 Sohi, 2003; Ong와 Ismail, 2008; 황경연, 2010; 김근아 등 

2015; 손상혁, 2020), 측정항목은 황경연(2010), 김근아 등(2015), 손상혁(2020)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본 연구에 맞게 채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제 3 절 혁신성

  혁신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며, 혁신의 개념적 정의는 

종류와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조직혁신에 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져 왔다. Kotter(1996)는 조직혁신을 시도할 경우 조직문화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김성국 등(1998)의 연구에서는 혁신은 혁신 자체를 구성하는 속성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 상호작용함을 지적하

였다. 최만기 등(1999)는 조직혁신의 선행요인을 개인 특성, 집단특성, 조직특성 

및 환경 특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조직혁신의 양과 질의 속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송경수(2005)에 따르면, 성공적인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구성

원들 간의 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

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혁신 관련 연구로, Van de Ven와 Rogers(1988)는 혁신

(innovating)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Kimberly(1981)는 혁신의 확산 (diffusion)과 채택(adoption)을 구분하였다. 혁신

의 채택은 새로운 생각 또는 행동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새

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새로운 제품생산기술, 새로운 경영관리구조 혹은 시스템 

자체를 혁신으로 볼 수 있다(Damanpour, 1991). 따라서 혁신은 조직에서 채택하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써 Rogers와 Shoemaker(1971)는 혁신을 새로운 생각, 기술의 

조기 수용 그리고 그 밖에 것들과 관련하여 채택하는 개인 또는 그룹의 성향으로 

간주하였다. 즉, 새로운 장치, 시스템, 프로세스, 정책, 프로그램, 제품 또는 서비

스와 관련된 생각 또는 행동 등의 채택을 혁신으로 볼 수 있다(Daft, 1982; 

Damanpour와 Evan, 1984; Zaltman 등, 1973). 또한 혁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

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유용한 서비스 및 운영 방법으로 전환

시키는 과정이다(Robbins, 1998).

  혁신성의 중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Drucker(1954)는 조직 관련 연구에서 혁신 관

련 연구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혁신의 확산에 관한 수많은 연구 문헌에서 기업의 

혁신역량(innovative capability)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Rogers, 1995). 이

와 같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15-

기업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Johnson, 1997). 혁신성은 

사회체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보다 빨리 채택하는 

정도(degree of adoption)로 정의된다(Hurt와 Teigen, 1977; Rogers와 Shoemaker, 

1971).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

한 것은 아니다. Hurley와 Hult(1998)는 혁신성을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생

각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혁신성은 새로운 혁신을 채

택하는 것과 같은 행위적 측면에서의 변수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대한 개

방성 측면에서의 변수로 개념화될 수 있다(Calantone 등, 2002; Hult 등, 1977). 

권재현(2008)은 Calantone 등(2002), Hurt와 Teigen (1977),  Hurt 등(1977), 

Robbins(1998)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혁신성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 및 운영 방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권재현(2008)이 제시한 혁신성의 정의와 측정 문항(6개 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한다.

제 4 절 기업성과

  Nanni등(1990)에 의하면,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기업이 세운 전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성과의 올바른 측정은 기

업이 수행하고 있는 전략 활동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계량화된 성과 지표로 구조화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민재

형 등 2002). 또한 성과측정 시스템은 측정 결과를 수집, 분석, 해석, 전파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하부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조직의 전략이 계

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라는 단일고리학습(Single-loop learning)과 “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이중고리학습(Double-loop learning)이 일

어나게 된다(Saad, 2001).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재무 지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

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재무 지표에 초점을 맞춘 성

과측정 방법은 주주가치에 관한 관심은 많은 반면,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들은 소홀히 함으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무관심하게 된다(Kaplan와 Norton, 1992). 둘째, 재무 지표는 과거 지향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과거의 행동 결과를 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Eccles와 Pyburn, 1992). 셋째, 재무적 정보는 외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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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당기에 측정된 재무성과는 전년 

혹은 당기의 예산과 주로 비교되는 경향이 있어 정작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와의 상

대적인 성과를 소홀히 할 수 있다(Eccles와 Pyburn, 1992). 넷째, 재무 지표를 통

한 관리는 단기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투자 포기, 소극적 대처 등

으로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민재형, 2000).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측정과 관리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략과 연계된 성과측정 시스템(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PM)이다. SPM은 재무적, 비재무적 측정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특정 부분의 성과를 무시하여 전반적인 기업의 최

적화를 방해하는 판단을 내리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성과에 대한 수

치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성과 측정은 재무

적, 비재무적 성과를 조합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Lingle

와 Schiemann, 1996). 기업의 전략이 기업성과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측정 및 그 평가가 기업전략과 혹은 경영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또 경영자

들은 성과측정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성과측정치가 

전략에 필수 불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Kaplan와 Norton, 

1993). 오늘날과 같이 기업의 상황은 고객 요구의 다양화, 정보기술의 발달, 글로

벌 경쟁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과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성과를 보다 효율

적이고 목표와 전략을 제대로 반영한 균형 있는 기업성과 측정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성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Greenley 등, 1998). 

기업성과의 척도로 ROI, 영업이익, 판매량, 시장점유율과 같은 성과의 절대 수치는 

시장의 상이함, 회계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회사들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경

우가 많았다(Fisher 등, 1983). 지금까지 기업성과에 대한 측정은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

은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데 주관적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Slater 등, 1994; 

Jaworski 등, 1993; Hart 등, 1993; Greenley, 1995). 기업성과는 실제로 

ROA(Return on Assets), P/L(Profit and Loss Account), B/S(Balance Sheet) 등 재

무제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객관적 평가

와 주관적 평가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많은 마케

팅 관련 연구논문들은 객관적 평가(Dess 등, 1984; Venkatraman와 Ramanujam,1986; 

Dess, 1987; Verhage와 Waarts, 1988; Venkatraman, 1990; Slater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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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1992; Powell, 1992; Covin 등, 1994; Hart와 Banbury, 1994)와 주관적인 

평가(Jaworski 등, 1993; Hart와 Diamantopoulos, 1993; Greenley, 1995)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 평가는 결산 등 재무제표를 통해 사후에만 측정 가능

하다는 약점 때문에 Jaworski 등(1993)은 객관적 평가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평가가 

성과개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성과는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 그리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Stuart와 Abetti, 1987). Calantone 등(2002)는 ROI, 

ROA, ROS(Return of Sales), 전반적 수익성으로 기업성과를 측정하였다. 

Pelham(2000)은 판매성장률, 시장점유율, 수익성, 마케팅 효과성으로 성과를 측정

하였고, Narver, Jacobson와 Slater(1999)는 시장기반 능력은 ROI보다는 판매성장

률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측정은 기업들이 

실제 성과에 대한 공유를 꺼리고 산업에 따라 타당한 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Hooley 등(1999)는 Morgan 등

(2009), Porter(1991)가 이용한 주 경쟁자와 비교하는 형식의 주관적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재무적 부문(이윤, ROI(Return of Investments)), 시장 부문(판매량, 시

장점유율)에 한정하여 기업성과를 측정하였다. Covin와 Slevin(1990)은 벤처기업의 

성과로써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성과 지표를 사용한 이유는 공개기

업의 아닌 경우, 재무 자료 공유를 꺼려하고, 객관적 재무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결여되며, 재무성과 자료의 절대치는 산업 관련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가 지각하는(perceptive) 주관적 성과측정

(Narver와 Slater, 1990 Kohli 등, 1993; Hart 등, 1993; Greenley, 1995)은 객관

적 성과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세근(2011)은 경영성

과를 크게 경제적,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무적(경제

적) 성과 지표로는 기업의 투자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매출액 등으로 활용하고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는 구성원의 사기(morale),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활용되

고 있다. Moorman와 Slotegraaf(1999)은 주관적 성과측정은 기업재무적성과(firm 

financial performance), 고객관계성과(customer relationship performance), 신제

품성과(new product success)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기업재무적성과는 

기업의 수익성(profitability)과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으로 구분하여 4개

의 측정항목을 개발했다. 고객관계 성과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

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유지 능력(ability to retain customer)으로 

2개의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신제품성과는 신제품 개발로 인한 재무적 성과, 속도, 

창의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신제품성과는 목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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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경쟁사 비교 매출액, 목표대비 수익성, 목표대비 시장점유율, 경쟁사비교 

수익성 등과 같이 다양하게 측정되는데(하영원,박홍수, 2001: 홍윤식,이서구, 

2009), 이 연구에서는 신제품의 목표대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성공 또는 만족으로 

정의하고(박근호, 2007),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작화된 측정 문항은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고객만족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였다”,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기술개발(진적)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었다”,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전반적 성과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었다”로 측정하였다(문영백, 

2011). 

  본 연구에서 기업성과는 Moorman와 Rust(1999), Griffin와 Page(1993), 문영백

(2011), 하세근(2011), 지성구 등(2009)가 사용한 주관적 성과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재무성과’, ‘비재무성

과’, ‘신제품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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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전략적지향성,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

구를 근거로 하여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

림 3-1>에서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며, 정보기술역량이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보기술

역량과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1>의 연구모형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

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략적지향성에 대해서 다차원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세부 개념들을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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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2.1 전략적지향성과 정보기술역량의 관계

  먼저 김창봉과 장영철(2012)은 우리나라 제3자 물류기업의 IT 역량 요인들과 사

업성과 간의 관계 연구에서 기술지향성이 IT 역량 향상을 위한 자원투입과 비즈니

스 전략과 IT 전략을 일치시키는 관리적 몰입을 통하여 IT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창봉과 구양혜(2013)는 중국 제조기업의 제3자 물류 활동에서 전략적지

향성이 정보기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에서의 자료수

집, 전송, 처리, 보급에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응용, 그리고 

원격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 정보기술역량은 기업의 공급체인 

네트워크의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동주(2014)의 연구에

서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 지향성은 기업의 IT 자산기반 역량인 핵심 자원 관리역량

에 직접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1: 전략적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고객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시장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기술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전략적지향성과 혁신성의 관계 

  유봉호(2011)는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이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고, Han 등(1998)은 시장지향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을 매개하는 개

념으로 활용하였는데, 혁신의 척도로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으로 구분하였고, 

시장지향성이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들이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Harmsen 등(2000)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마

케팅 간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모델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혁신

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이 판단적 성과인 고객들의 수용을 거쳐 객관적인 성과에 

이루는 과정에 대해 보여주었다(유봉호, 2011; 최광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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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 등(2019)은 조직의 전략적지향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생산 및 공급, 새로운 지식과 프로세스를 개발, 도입하는 기업의 활동 전반을 

다루고자 혁신역량을 선정하였고,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략적지향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지향

성을 고객지향성과 기술지향성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전략적지향성이 

조직의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적지향성은 혁신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전략적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고객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시장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기술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 

  정덕화·고기호(2013)는 제조기업의 전략 지향성이 신제품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지향성과 신제품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조기업의 고객지향성이 커질

수록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빠른 기술발전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 변화 환경에서 소비자 정보를 신

속하게 파악하고 신제품 관련 조직에 반영하고자 하는 소기업의 고객지향적 방향성

은 신제품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 지향

성이 증대될수록 신제품의 재무적 성과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쟁 지향성이 증대되면 신제품의 비재무적 성과는 비유적

인 경로관계로 나타났다. 기술지향성과 신제품 성과 간의 경로관계에 있어 기술지

향성이 증대될수록 신제품의 재무적 성과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경석, 2018).

  Narver와 Slater(1990)는 시장지향성이 높을수록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

면서 시장지향성이 높은 조직은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윤민진(2016)은 소상공인 기

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향성(경쟁자지향성, 고객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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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경석(2018)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

으로 전략적지향성(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

다.

가설 3: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고객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1: 고객지향성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2: 고객지향성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3: 고객지향성은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시장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1: 시장지향성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2: 시장지향성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3: 시장지향성은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기술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1: 기술지향성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2: 기술지향성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3: 기술지향성은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관계

  최근 기업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정의되는 정보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과 진화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정보기술(Disruptive technology)

은 전 세계를 하나의 연결된(connected) 사회로 만들고 있으며, 정보화 관점의 단

순 업무처리와 프로세스 혁신을 넘어 융합 차원의 산업구조와 비즈니스모델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Alcácer 등, 2016; Hagsten와 Kotnik, 2017; Mathews 등, 2016; 

Parida 등, 2016). 정보기술은 혁신의 동인(enabler)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존과는 

상이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Hagsten와 Kotnik, 2017; Mathews 등, 2016).

  오늘날 정보기술역량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

에서 이런 정보기술역량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정보기술 융합에 대

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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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최주윤, 2015). 이종헌(2011)은 정보기술활용 역량을 업무 정보화, 업무 

지원성, 업무 확장성, 업무 상호작용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하위차원 모두 경

영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보기술은 창의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

업에서 동료와 향상된 공유와 부가적인 정보 원천에 의하여 많은 정보의 이용은 창

의적인 잠재력을 증진할 것이다(Dewett& Jones, 2001). Kletke 등(2001)은 컴퓨터 

지원 시스템과 개인 특성을 검증하고 이들 특성이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과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실증에서 개인 창의성이 조직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증명

하고 조직에서 제도화된 창의성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 정보기술역량은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정보기술역량과 기업성과의 관계

  정보기술은 기업성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영시스템은 기업성과

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정보기술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조직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hanghi 등, 2013). 기업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

한 정보기술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행위와 가치의 종합적인 3개 능력은 기업성과

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마음속에 융합하여야 하고 향상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과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Marchand 등, 2001). 이와 같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서 정보기

술역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며, 정보를 활용하여 가치를 공유하면 기업의 성과가 향

상될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은 정보지향적인 조직으로서의 운영프로세

스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기술, 고객, 

경쟁자 등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최주윤, 2015).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가설 5: 정보기술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정보기술역량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정보기술역량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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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5-3: 정보기술역량은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혁신성과 기업성과의 관계

  여러 학자들은 혁신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혁신성은 기업성과

와 일관성 있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고 이는 경쟁에서 생존하고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ooper와 

Dunkelberg, 1987; Cooper, 2000; Rogers, 1995; Li와 Calantone, 1998). 대표적으

로 Damanpour(1991)는 일반적으로 혁신의 채택이 기업성과나 유효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Zaltman 등(1973)은 혁신성은 적절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의 결과

로써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혁신성은 기업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Deshpande 등(1993)도 50개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더 높은 기업성과(수익, 매출 성장, 시장점유율)를 

달성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6: 혁신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혁신성은 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혁신성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혁신성은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의 매개효과

  윤동주(20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가치 지향성은 기업의 IT 자산기반 역

량인 핵심 자원 관리역량에 직접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순차적으로 CRM 

역량과 SCM 역량은 프로세스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프로세스 효율성이 

종국적으로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어졌다. 또한 선행 외생변수와 내생 종속변수 간의 직․간접 효과분석 결과, 세 

개의 매개변수(CRM 역량, SCM 역량, 프로세스 효율성)는 조직의 전략적지향성과 경

영성과 변수 사이에서 부분 매개 작용을 하였다. 황경연(2010)은 기업의 시장지향

성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자원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보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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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기업의 자원 강화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략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기

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략적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기술역량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역

량은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가설 7: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1: 고객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1-1: 고객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7-1-2: 고객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7-1-3: 고객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7-2: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2-1: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7-2-2: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7-2-3: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7-3: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3-1: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할

을 할 것이다.

    가설 7-3-2: 기술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7-3-3: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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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것이다.

2.8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 

  Narner와 Slater(1990)와 Jaworski와 Kohli(1993)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시장

지향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이후 시장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고, 이들의 연구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Wind와 Mahajan(1997)는 시장지향성과 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m와 Workman 

Jr(2004)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혁신적 창의성(Creativity)’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의 성공을 매개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제안

하였다. 최광섭(2009)은 한국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혁

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은 신제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혁신성은 완전 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등(1998)는 시장지향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는데, 혁신의 척도로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으로 구분하였고, 시장지

향성이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주었다. Harmsen 등(2000)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간

의 균형을 강조하였고, 이들의 모델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혁신에 영향

을 미치고, 혁신이 고객들의 수용을 거쳐 객관적인 성과에 이루는 과정에 대해 보

여주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략적지향성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혁신

성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혁신성은 전략적지향성

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8: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1: 고객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

다.

    가설 8-1-1: 고객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1-2: 고객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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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8-1-3: 고객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2: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

다.

    가설 8-2-1: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2-2: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2-3: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3: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

다.

    가설 8-3-1: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3-2: 기술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3-3: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  전략적지향성

  전략적지향성은 기업이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을 Narver와 Slater(1990)의 연구와 

Gaeignon와 Xereb(1997)의 연구를 기반으로 임성근(2012) 연구에서 채택한 고객지

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고

객지향성이란 기업이 목표 고객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Narver와 Slater, 

1990). 이것은 기업이 고객의 요구뿐만 아니라 잠재요구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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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이해 및 고객 요구를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지 여부와 고객 만족 및 고객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고객 관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지에 관해 측정하고자 한다. 

시장지향성이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고객과 경쟁자에 관한 정보창출, 정보 확산, 

정보에 대한 반응과 경쟁사의 전략에 대한 정보 및 반응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정보창출은 기업이 고객과의 만남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최종고객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등의 활동 정도로, 정보 확산은 제공문서의 회람을 통한 정보전달, 고객 만족

과 경쟁자의 전략, 전술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회사직원들의 만남을 통한 

정보전달 등의 활동, 정보에 대한 반응은 시장조사를 통한 시장변화에 관한 대응책

의 수립과 실행, 경쟁사의 전략, 전술에 관한 대응책의 수립과 실행 및 시장세분화

를 통한 신제품 개발 노력의 강화 활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항목들

은 Jaworski와 Kohli(1993)이 사용한 설문 항목들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기술지

향성이란 기업이 고객의 현재 및 새로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적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tignon와 

Xuereb(1997)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는지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추구하는 항목으로 기술적 지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 정보기술역량

  정보기술역량(IT competency)은 기업이 기업 내에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

기술 기반과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

미하고(Tippins and Sohi, 2003; Ong와 Ismail, 2008; 황경연, 2010; 김근아·김상

현, 2015; 손상혁, 2020), 측정항목은 황경연(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15개 문항

들로 구성하였다. 

  - 혁신성

  혁신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 및 운영 방

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권재현(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6

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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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과는 Moorman(1999), Griffin와 Page(1993), 문영백(2011), 하세근(2011), 

지성구 등(2009)이 사용한 주관적 성과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재무성과’의 3개 문항, ‘비재무성과’의 3개 문항, ‘신제품성과’의 3개 문항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에 의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성된 설문 내용을 조직구성

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는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의 

내용과 같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적지향성 18문항, 정보기술역량 15문항, 

혁신성 6문항, 기업성과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반통계분석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 부서, 직책, 재직기간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문항의 합계는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 설문 문항 문항 수 출처

전략적지향성

고객지향성 6 Narver와 Slaer(1990),

Jaworski와 Kohli(1993),

Gatignon과 Xuereb(1997),

임성근(2012)

시장지향성 6

기술지향성 6

정보기술역량 15 황경연(2010)

혁신성 6 권재현(2008)

기업성과

재무적 성과 3
Moorman(1999), Griffin와 

Page(1993),

문영백( 2011), 하세근( 2011), 

지성구 등( 2009)

비재무적 성과 3

신제품 성과 3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 부서, 직책, 재직기간)
7

<표 3-1> 연구변수별 설문 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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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조직구성원으로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편의성을 자료수집의 근거로 사용하는 편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권대봉, 현영섭, 2004) 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였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총 2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77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및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

고,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

식 분석을 통해 기술적 통계처리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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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1 표본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

메일 및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였

다.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총 2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77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

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대상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62.1%가 남성이고 여성은 37.9%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7%, 30대가 43.3%, 40대가 23.1%, 50대 이

상이 11.9%이었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졸 7.2%, 전문대졸 16.6%, 대졸 66.4%, 대학

원졸 이상이 9.7%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2.4%, 비정규직

이 7.6%였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마케팅/영업 22.4%, 인사/재무/회계 17.3%, 생산/

연구개발이 47.3%, 기타가 13.0%이었다. 또한, 직책별로는 사원 30.7%, 대리 

19.5%, 과장 18.4%, 차장 12.3%, 부장 이상 관리직 19.1%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미만이 51.6%, 5-10년 미만이 31.0%, 10-15년 미만이 9.0%, 15-20년 미만이 

5.4%, 20년 이상이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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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성 172 62.1

여성 105 37.9

연 령

20대 60 21.7

30대 120 43.3

40대 64 23.1

50대 이상 33 11.9

학 력

고졸 20 7.2

전문대졸 46 16.6

대졸 184 66.4

대학원졸 27 9.7

고용 형태
정규직 256 92.4

비정규직 21 7.6

부 서

마케팅/영업 62 22.4

인사/재무/회계 48 17.3

생산/연구/개발 131 47.3

기타 36 13.0

직 책

사원 85 30.7

대리 54 19.5

과장 51 18.4

차장 34 12.3

부장 이상 관리직 53 19.1

재직기간

5년 미만 143 51.6

5-10년 미만 86 31.0

10-15년 미만 25 9.0

15-20년 미만 15 5.4

20년 이상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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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을 때에 평균적으로 고객지

향성 3.7714, 시장지향성 4.0349, 기술지향성 3.9200, 정보기술역량 3.9156, 혁신

성 3.9523, 재무성과 3.7341, 비재무성과 3.9206, 그리고 신제품성과 3.8797로 모

든 변수가 4점대 가까운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로

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는 척도로, 왜도가 0, 첨도가 1일 경우 완전한 정

규분포라고 볼 수 있다. West 등(1995)와 Kline(2005)에서는 왜도의 기준을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바, <표 4-2>에서 ｜왜도｜< 3이고 ｜첨도｜< 8 이므로, 본 연구에

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그리고 신제품성과 연구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가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4-2> 변수의 기술통계 특성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고객지향성 1.00 5.00 3.7714 0.7250 -0.787 1.651

시장지향성 1.00 5.00 4.0349 0.6400 -0.404 1.095

기술지향성 1.00 5.00 3.9200 0.6619 -0.540 1.332

정보기술역량 1.00 5.00 3.9156 0.6743 -0.773 1.242

혁신성 1.00 5.00 3.9523 0.7181 -1.293 2.988

재무성과 1.00 5.00 3.7341 0.8226 -0.918 1.394

비재무성과 1.00 5.00 3.9206 0.7630 -0.834 1.595

신제품성과 1.00 5.00 3.8797 0.7133 -1.080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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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문항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

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정확성 등과 관련된 개념

이다.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

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각 문항 간의 일관성

을 분석하였다.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

되는 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하였다. 다음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3> 변수의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항목 수 Cronbach's α

고객지향성 3 0.794

시장지향성 6 0.861

기술지향성 6 0.889

정보기술역량 8 0.901

혁신성 5 0.886

재무적성과 3 0.870

비재무적성과 3 0.857

신제품성과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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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문항의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정이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변수들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자

신의 구성개념과 관련성이 높은지, 다른 구성개념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알

아보는 측정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이용

한다. 이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를 포함한 신뢰성 분석보다 요인의 단일차원성에 대

한 엄격한 검정이다. 단일차원성은 측정항목들의 기저가 되는 단일 잠재변수가 존

재하는지를 요구하는 것이다(Anderson와 Gerbing, 1988). 따라서 구성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해 척도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AMOS 23.0을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표 4-4>과 같이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표

값들이     ,   , GFI=0.827, IFI=0.925, CFI=0.925, 

RMR=0.039, RMSEA=0.057로써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성개념 신뢰성

(Construct Reliability)은 기준치인 0.7보다 높고, 평균분산추출(AVE)값은 기준치

인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요인은 수렴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표 4-5>와 같이 AVE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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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구성개념

신뢰성
AVE 적합도

고객지향성

s4 0.539

0.817 0.609

     

  ,

GFI=0.827,

IFI=0.925,

CFI=0.925,

RMR=0.039,

RMSEA=0.057

s2 0.882

s1 0.871

시장지향성

s12 0.71

0.862 0.510

s11 0.732

s10 0.698

s9 0.694

s8 0.725

s7 0.727

기술지향성

s13 0.785

0.903 0.608

s14 0.707

s15 0.774

s16 0.768

s17 0.81

s18 0.829

정보기술역량

it15 0.661

0.898 0.526

it14 0.723

it12 0.707

it11 0.71

it6 0.707

it5 0.786

it2 0.81

it1 0.686

혁신성

inv1 0.802

0.888 0.613

inv2 0.788

inv3 0.795

inv5 0.754

inv6 0.775

재무성과

cp9 0.876

0.869 0.689cp8 0.848

cp7 0.761

비재무성과

cp12 0.839

0.860 0.672cp11 0.84

cp10 0.779

신제품성과

cp15 0.853

0.854 0.661cp14 0.817

cp13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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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평균분산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1 2 3 4 5 6 7 8

고객지향성 .609

시장지향성 0.203 .510

기술지향성 0.178 0.502 .608

정보기술역량 0.254 0.494 0.538 .526

혁신성 0.114 0.398 0.450 0.469 .613

재무성과 0.154 0.272 0.329 0.464 0.484 .689

비재무성과 0.159 0.383 0.306 0.459 0.434 0.543 .672

신기술성과 0.114 0.282 0.308 0.385 0.454 0.472 0.511 .661

 

제 4 절 가설검증

4.1 상관관계분석

  본격적인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 구성개념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여 일차적인 관련성 정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가 <표 4-6>와 

같이 변수들 간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방향성도 가설과 일치하였

다.

<표 4-6>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고객지향성 1

시장지향성 0.451 1

기술지향성 0.422 0.708 1

정보기술역량 0.504 0.703 0.733 1

혁신성 0.338 0.631 0.671 0.685 1

재무성과 0.392 0.521 0.573 0.681 0.696 1

비재무성과 0.399 0.619 0.553 0.677 0.659 0.737 1

신제품성과 0.338 0.531 0.555 0.621 0.674 0.687 0.7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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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4-1>

은 연구모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 GFI=0.821, IFI=0.921, CFI=0.920, 

RMR=0.039, RMSEA=0.058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대체로 높은 수준

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임. * p<0.1, ** p<0.05, *** p<0.01

<그림 4-1>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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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 p 채택 여부

가설1-1 고객지향성 → 정보기술역량 0.43 4.642 *** 채택

가설1-2 시장지향성 → 정보기술역량 0.434 4.896 *** 채택

가설1-3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0.131 2.578 0.01 채택

가설2-1 고객지향성→ 혁신성 -0.081 -1.366 0.172 기각

가설2-2 시장지향성→ 혁신성 0.152 1.286 0.199 기각

가설2-3 기술지향성→ 혁신성 0.155 1.382 0.167 기각

가설3-1-1 고객지향성→ 재무성과 0.797 5.972 *** 채택

가설3-1-2 고객지향성→ 비재무성과 0.05 0.873 0.382 기각

가설3-1-3 고객지향성→ 신제품성과 0.03 0.522 0.601 기각

가설3-2-1 시장지향성→ 재무성과 0.04 0.647 0.518 기각

가설3-2-2 시장지향성→ 비재무성과 -0.203 -1.766 0.077 기각

가설3-2-3 시장지향성→ 신제품성과 0.232 2 0.046 채택

가설3-3-1 기술지향성→ 재무성과 -0.003 -0.028 0.977 기각

가설3-3-2 기술지향성→ 비재무성과 -0.109 -1.016 0.309 기각

가설3-3-3 기술지향성→ 신제품성과 -0.301 -2.681 0.007 기각

가설4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0.617 4.186 *** 채택

가설5-1 정보기술역량→ 재무성과 0.617 4.186 *** 채택

가설5-2 정보기술역량→ 비재무성과 0.345 2.171 0.03 채택

가설5-3 정보기술역량→ 신제품성과 0.433 2.654 0.008 채택

가설6-1 혁신성→ 재무성과 0.138 0.812 0.417 기각

가설6-2 혁신성→ 비재무성과 0.796 6.302 *** 채택

가설6-3 혁신성→ 신제품성과 0.488 4.179 *** 채택

  먼저 전략적지향성(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전략지향성의 하위차원인 고객

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모두가 정보기술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고객 중심 경영, 시장기회 포착 및 경쟁사 분석, 기술 및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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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혁신 등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

고, 조직 및 구성원들의 정보기술 지식 축적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

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략적지향성(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혁신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즉 전략지향성의 하위차원인 고객지향

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혁신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인 울산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들은 대

부분 대기업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고객 요구에 맞춘 품질과 납기를 제공하

기만 하면 되는 국한된 공급사슬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스스로 제

품과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한 경영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전략적지향성(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이 기업성과(재무적성

과, 비재무적성과,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 채

택되었다. 즉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차원인 고객지향성은 기업성과의 하위차원인 재

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재무성과와 신제

품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지향 전략으

로 고객을 만족시키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고객 창출 및 기존고객 유지 향상 등 비재무적 성과나 신

제품 개발 목표 달성 등 신제품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차원인 시장지향성은 기업성과의 하위차

원인 신제품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성과

와 비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장정보 수집 및 

경쟁기업 분석 등의 시장지향 전략은 신제품 개발 성과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지향 전략이 매출 및 수익성 향상 등의 

재무성과와 신규고객 창출 및 고객유지율 향상 등의 비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차원

인 기술지향성은 기업성과의 하위차원인 재무성과, 비재무성, 신제품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프로세스 혁신, 

기술혁신, 제품 혁신 등 기술적 전략이 매출 및 수익성 향상, 신규고객 창출 및 고

객유지율 향상, 그리고 신제품 개발 목표 달성 등 기업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보기술역량이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

다. 즉 정보기술역량은 혁신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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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기업이 프로세스 혁신,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등 경영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 요구되는 정보기술역량을 갖출 필요성을 인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보기술역량이 기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신제품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즉 정보기술역량이 기업성과의 

하위차원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신제품 성과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재무적성과, 비재

무적성과, 그리고 신제품성과와 같은 기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조직 및 구성원들의 정보기술 지식 축적 및 활용 능력을 향

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혁신성이 기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신제품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검증 결과 혁신성이 비재무적성과와 신제품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즉 혁신성이 기업성과의 하위차원인 비재무적 성과

와 신제품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성과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도 프로세스 혁신과 제품/서비스 혁신 등 경영혁신 능력이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

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신규고객 창출, 고객유지율 향상 등 비재무적성과와 

고객 만족 목표 및 기술개발 목표 달성과 같은 신제품성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구성원들의 창의성 및 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전략적지향성(고

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신제품

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

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분석은 경로 모형의 여러 변수 사

이에서 매개변수의 개입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하며, 간접효

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초점을 둔다(김응준 외, 2013). Hoyle와 

Smith(1994)의 SEM 매개효과분석 접근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모델을 매개

변수가 없는 모델과 매개변수가 있는 모델을 비교하며, 만약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 분석은 의미가 없다(배병렬, 2018). 이 분석

에서는 독립변수(전략적지향성)가 종속변수(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객

지향성-->재무성과, 고객지향성-->비재무성과, 고객지향성-->신제품성과, 기술지향

성-->비재무성과 경로를 삭제하여 AMOS에서 부트스트랩핑으로 정보기술역량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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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일곱 번째,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그리고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모두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 검증 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

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정보기술역량의 매개효과

가설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채택

여부

H7-2-1 시장지향성→ 정보기술역량→ 재무성과      채택

H7-2-2 시장지향성→ 정보기술역량→ 비재무성과  .054   채택

H7-2-3 시장지향성→ 정보기술역량→ 신제품성과  -.213  채택

H7-3-1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재무성과    채택

H7-3-3 기술지향성→ 정보기술역량→ 신제품성과     채택

주: *<.10  **<.05   ***<.01

  위의 <표 4-8>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지향성-->재무성과 경로의 직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정보기

술역량-->재무성과(β=.708,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정보기술역량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7-2-1이 채택되었다.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

기술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지향성-->비재무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정보기술역량-->비

재무성과(β=.485,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정보기술역량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시장지

향성과 비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7-2-2가 채택되었다.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지향성-->신제품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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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정보기술역량-->신제품

성과(β=.515, p<.05) 경로의 간접효과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

의하지 않지만, 정보기술역량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시장지향

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가설 7-2-3이 채택되었다. 또한,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

술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기술지향성-->재무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지향성-->정보기술역량-->재무성

과(β=.431, p<.05) 경로의 간접효과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정보기술역량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기술지향성과 재

무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

설 7-3-1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기술지향성-->신제품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지향성-->정보기술역량-->신제품성과

(β=.313,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정보기술역량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기술지향성과 신

제품성과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7-3-3이 채택되었다.

    여덟 번째,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그리고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모두 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 검증 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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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혁신성의 매개효과

가설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채택

여부

H8-2-1 시장지향성→ 혁신성→ 재무성과      채택

H8-2-2 시장지향성→ 혁신성→ 비재무성과    채택

H8-2-3 시장지향성→ 혁신성→ 신제품성과  .007   채택

H8-3-1 기술지향성→ 혁신성→ 재무성과     채택

H8-3-3 기술지향성→ 혁신성→ 신제품성과     채택

*<.10  **<.05   ***<.01

 위의 <표 4-9>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

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지향성-->재무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혁신성-->재무성

과(β=.447,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혁신성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시장지향성과 재무성과

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8-2-1이 채

택되었다.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

장지향성-->비재무성과(β=.308, p<.05) 경로의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지향성-->혁신성-->비재무성과(β=.287, p<.05) 경로의 

간접효과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

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도 유의하고, 혁신성을 매개하는 간접

적인 영향 관계도 유의하여 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부분매

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8-2-2가 채택되었다. 시장지향성과 신제

품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시장지향성-->신제품성과 경로

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향성-->

혁신성-->신제품성과(β=.347,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혁신성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시장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8-2-3이 채택되었다. 또한,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혁신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기술지향성-->재무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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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지향성-->혁신성-->재무성과(β=.351,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혁

신성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기술지향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서 혁신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8-3-1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기술

지향성-->신제품성과 경로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기술지향성-->혁신성-->신제품성과(β=.273, p<.01) 경로의 간접효과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지만, 혁신성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가 유의하여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완전 매개효

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8-3-3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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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토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해석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치열해지는 시장경쟁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많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써 전략적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혁신, 제품 및 

기술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선행변수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정

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 작용을 밝히려는 연구

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

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울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요인들(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정보

기술역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동주(201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의 

IT 자산기반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순차적으로 CRM 역량, SCM 역

량, 프로세스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프로세스 효율성이 결과적으로 경

영성과(업무 생산성,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창봉·구양혜(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 제조기업의 제3자 물류 활용에 따

른 전략적지향성이 정보역량, 파트너십,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전략 지

향성은 정보기술 역량 및 파트너 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김창봉·장영철(2013)에서는 

기술지향성이 IT 자원투입과 관리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IT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업성과(고객만족도,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둘째, 전략적지향성의 하위요인들(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은 혁신

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황상돈

(2017)에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술혁신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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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봉호(2011), 

Han, Kim,와 Srivastava(1998), Harmsen, Grunert,와 Declerck(2000), 박태영 등

(2019)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이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울산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조

직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고객(대기업)이 요청하는 부품이나 용역

을 요구대로 정확히 제공하면 되는 비즈니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혁신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셋째, 전략적지향성(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이 기업성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에서 고객지향성이 재무성과에 

그리고 시장지향성이 신제품성과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회순(201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 연구에서는 동남권 제조기업의 전략지향성인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

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창봉· 구양혜(2013)

의 연구에서도 중국 제조기업의 제3자 물류 활용에 따른 전략적지향성이 사업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결과는 동남권 제조기업의 산업 특성과 

중국 제조기업의 산업 특성,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설문 참여한 울산 제조기업의 

산업 특성이 대기업체제의 형성으로 이루어져, 이는 중소 제조기업 스스로의 전략

적지향성의 효과보다는 대기업 낙수효과에 따라 기업성과가 좌지우지되는 따른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덕화·고기호(2013), Narver, Slater(1990), 윤민진

(2016), 이경석(2018)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 들도 고

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기술역량은 혁신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종헌(2011)의 연구에서 기업조직구성

원의 정보기술 활용 역량(업무정보화, 업무지원성, 업무확장성, 업무상호작용성)이 

경영혁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순차적으로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섯째, 정보기술역량은 기업성과의 하위 요소인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

성과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종헌(2011)의 연구에서 기업조직구성원의 정보기술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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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업무정보화, 업무지원성, 업무확장성, 업무상호작용성)이 경영혁신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순차적으로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황경연(2010)의 연구에서는 중소수출기업의 정보기술역량이 수

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수출기

업의 정보기술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결과는 정보기술 채택 및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Tippins와 Soi(2003)과 Zhang(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섯째, 혁신성은 기업성과의 하위 요소인 비재무성과와 신제품성과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승연(2017)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과 지

원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서, 혁신성

은 경영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광섭

(2009)의 연구에서는 혁신성이 기업의 신제품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혁신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권영철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일곱 번째,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 그리

고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의 재무성과, 신재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모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전략적

지향성이 IT 자산기반 역량, CRM 역량, SCM 역량, 그리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통하

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동주(2014)

의 연구결과와 기업의 시장지향성이 정보기술활용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황경연(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의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신제품성과 간 그리

고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의 재무성과, 신재품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성은 시장지

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의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 외에는 모두 완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과 신제품성과 간에 혁신성이 완전 매개 작용을 한다는 최광섭(2009)의 

연구와 시장지향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혁신이 매개 작용을 한다는 Han, Kim

과 Srivastava(1998)의 연구, 그리고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혁신에 영향을 미

치고, 혁신이 고객들의 수용을 거쳐 기업성과에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 Harmsen, 

Grunert,와 Declerck(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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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 

  첫째,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우

위 달성을 위하여 전략적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의 중요한 설명변수이고,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기업성과의 중요한 설명변수이며, 결과

적으로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정보기술역량과 혁신성이 중요한 매개변수임

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김창봉·구양혜(2013), 유봉호(2011), 

박태영 등(2019), 정덕화·고기호(2013), 이경석(2018), 윤민진(2016), Hagsten와 

Kotnik(2017), 이종헌(2011), 그리고 최주윤(2015) 등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연

구모형을 확장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적지향성의 후행변수들과 기업

성과의 선행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적지향성, 정보

기술역량, 혁신성, 그리고 기업성과 간의 이론을 통합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역량이 기업성과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지향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이는 전략적

지향성과 정보기술역량의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여 향후 연구의 선행연

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보기술역량이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사이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지향성이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고 반드시 정보기술역량을 매개로 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기업에 적

합한 정보기술들을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혁신성이 기업성과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이는 전략

적지향성과 혁신성의 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대하여 향후 연구의 선행연구로

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혁신성이 전략적지

향성과 기업성과 사이에 대부분 완전 매개효과(시장지향성과 비재무성과 간에는 부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지향성이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혁신성을 매개로 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기업성과

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략적지향성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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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기업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은 전략적지향성과 기업성과의 연구에 있어

서 정보기술역량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개변수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과 같은 전략적지향성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정보기술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IT 부서, IT 책임자 등)를 갖추고 조직구성원들의 정보기술

지식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

으며, 창의적인 업무처리와 기업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신제품개발과 서비스 혁신 

등의 혁신성을 갖추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하여 신제품 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소기업이 기업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할 때 반드시 

기업의 정보기술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

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적용하려는 혁신성도 동시에 높여야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목표로 하는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어 향후 연구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자

기 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통방법

분산(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어느 한 시

점에서의 횡단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변수들

의 경로 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제한

된 울산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으로 한정된 점과 대부분의 참여 기업들이 대기업 중

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가설들

이 채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서는 한계

가 있다. 향후 다양한 업종과 산업의 특성 그리고 기업의 형태를 고려한 실증적 연

구를 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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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 영향 관계가 있는 변

수들의 경로에 대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향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 영향 관계가 없더라도 간접 영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연

구모형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전략적지향성의 하위 차원으로 기업가지

향성이나 학습지향성 등의 변수를 추가한다든지, 매개변수로 흡수역량, 네트워크 

역량, 그리고 동적역량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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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

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고객과 직접 만나서 제품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고객과 직접 만나서 서비스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고객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객과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고객만족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고객만족을 사업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관리자들은 경쟁사 마케팅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경쟁회사의 행동에 우리 회사는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제품 판매 후 고객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제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는 경쟁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빠르게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는 제품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는 프로세스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Ⅱ. 다음은 【정보기술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

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지원 인력은 정보기술에 매우 익숙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관련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정보기술혁신에 대해 잘 이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고객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통해 시장정보를 능숙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일상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

   에서 시장정보를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온라인상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및 시장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자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고객 정보를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는 정보시스템(전산) 부서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전문적으로 정보기술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인력들을 잘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는 매년 새로운 정보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자금을 추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필요할 때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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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혁신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파트너는 귀하의 거래업체를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기업의 운영측면에서는 창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신상품을 시장에 제일 먼저 선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최근 들어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혁신 도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경쟁사와 비교할 때, 우리 회사 수익성은 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경쟁사와 비교할 때, 우리 회사 매출액의 증가율은 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경쟁사와 비교할 때, 우리 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우리 기업은 기존 고객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우리 기업은 신규고객 창출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우리기업의 단골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고객만족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기술개발(진척)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신제품 개발시 최초 설정한 전반적 성과 목표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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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설문을 완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귀하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5. 귀하의 부서는?  ① 마케팅/영업  ② 인사/재무/회계  ③ 생산/연구/개발  ④ 기타(   )

6. 귀하의 직책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 관리직

  ⑥ 사원 ⑦ 조장 ⑧ 반장 ⑨ 직장  ⑩ 기장 이상 - 생산직

7.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5년 미만 ②5~10년 미만 ③10~15년 미만 ④15~20년 미만 ⑤20년 이상

끝까지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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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trategic Orienta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Yang, Hee-Jo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ang, Gil-Sang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strategic orienta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for organizational members engage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strategic 

orientation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and innovativeness are used as parameters in this proces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organizational members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3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77 were us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Customer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of strategic orient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However, 

customer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did not 

appear to affect innova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 effect only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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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new product performanc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effect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between market-oriented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between 

technology orient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In additi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nnovativeness, and it was found 

to have a direct (+)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of corporate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novativeness had a positive (+)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but did not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fully mediates between market orientation,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Meanwhil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fully 

mediates between market orientation,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that there was a perfect 

mediation between  technology orienta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innovativeness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innovativeness fully mediates between market orienta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partially mediates 

betwee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at there was a perfect mediation 

between technology orientation, financial performance, and new produ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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