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코로나 팬데믹 출현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 패러다임 전

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경영관점은 록 다운되었고 기

업성과 관점과 경영 트렌드 발굴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확

실성과 불안의 확산은 기업들의 성과달성에도 많은 문제

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장재웅, 2021), 기업 내 생산성 확

대와 구성원들의 창의성 달성을 통한 성장중심의 지속적

경영활동은 기업들의 중요한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존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들

의 지속적 경영활동 유지를 위한 성과달성은 관계 구축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있다(Poter, 1998). 기업들의 관계성

은 기업의 이익(profit)과도 연관되고 있어 관계성 강화는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며, 기업들의 성과달성을 위한 네트

워킹은 관계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다

양한 협력사, 대학, 연구기관의 산학연 관계 구축이 장기

간의 기업 성장과 경쟁우위에 결정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관계 구축의 어려움은 가중

되고 있다(이승호, 하홍열, 2018).

2. 이론연구

2.1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경영 인식

기업의 경영성과 유지와 확대의 노력이 미흡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산학협력이 기

업과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확대하는 협업 설계를 제시하

면서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ino, 2019). 학계와

산업계의 동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은 기업 경쟁력 강화

에 핵심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 자금, 인적자원은 중소기업

경영의 전반에 활성화와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생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2.2 시스템 구축

시스템연구가 오프라인, 온라인, 무형의 서비스, 정보기술

차원에서 정의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철호,

장길상(2021)은 시스템 설계를 시스템 구축과 분석단계를

통해 시스템 이용자들의 조직 업무 규칙을 기반하고 있으

며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

였고, 이한나(2013)는 글로벌 세계화에서 기업 네트워크는

시스템화의 중요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2.3 전략적 접근 및 운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의 접근 방법도 전략적 접

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의

고정 관념과 시장접근 방법, 그리고 경영 프로세스 등의

많은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 비즈니

스 핵심과 운영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변화의 혁신이 필

요하다.

2.4 기업성과

기업성과에 대한 산학협력 관계성은 기업들의 성과에 영

산학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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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제공하고 있다(정도범 등, 2012). 기업들의 영향력

관계는 기업들의 협력관계가 성과와의 긍정적 관계성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클 포터(1998)는 시장진입

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5가지 요소에 나타난 경쟁 기업

간의 관계성도 협력관계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실증 분석

3.1 구성개념 간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 문항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PSS

21.0을 통해 측정항목들의 내적인 일관성으로 크롬바흐 알

파(Cronbach’s α), 탐색적 요인분석(EFA)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한

주성분 분석과 베리 맥스 회전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

다. 설문 문항에 제시된 기준값으로 사회과학에서 요구하

는 요인 적재치(Factor Lading)는 0.4이상과 고유값은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신뢰성의 검증은 다변량 변수의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측정항목들

의 내적일관성을 구성 신뢰도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

였고, 측정 결과 사회과학에서 제시한 신뢰도 계수 기준값

(cronbach’s α)이 0.6이상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크

롬 바 알파 계수 값은 0.8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

적재 값도 0.6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요

인의 타당성과 신뢰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

4. 연구 결과와 한계점

첫째, 산학협력으로 기업 경영의 시스템 구축이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학협력으로 제시된 경영 인식과 전략운영과의 관계성이

다.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차원의 경영

인식이 기업의 전략 구성과 운영 간의 관계성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셋째, 산

학협력 네트워킹의 관계성 전략운영과 기업성과 간의 영

향력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략 운영의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산학협력으로 도출된 시스템 구축과 전략

운영과의 관계성에서 통계적 수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설의 관계는 유의한 영향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섯째, 경영 인식과 시스템 구축 간의 관계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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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수

Mean(SD)
요인적
재치

고유값
(분산율)

Cronb
ach’s
α

경영인식

x1 3.65(0.765) .869

2.679
(77.652) 0.854

x2 3.75(0.795) .815

x3 3.72(0.791) .790

x4 3.82(0.831) .823

전략운영

x5 3.65(0.765) .810

2.682
(75.652) 0.875

x6 3.72(0.791) .798

x7 3.75(0.795) .776

x8 3.93(0.931) .778

시스템구축

x9 3.73(0.793) .706

2.562
(70.550) 0.813

x10 3.75(0.795) .659

x11 3.71(0.791) .639

x12 3.91(0.931) .842

기업성과

x13 3.53(0.753) .904
2.356
(75.320) 0.925x14 3.75(0.795) .903

x15 3.73(0.793)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