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로벌 성장의 메커니즘  근 : 균형·조정·학습 메커니즘을 심으로 1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기업 글로벌 성장의 메커니즘적 접근

: 균형․조정․학습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정진섭 (KOTRA 수석연구원)

조동성 (서울 학교 경 학 교수)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를 일련의 로세스로 보고, ‘환경- 략-구조 합모델’ 등 기존의 비교  

정 인 국제화 로세스 련 연구들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안으로서 dynamic 

process model을 근간으로 하는 ‘ 로벌메커니즘’을 제시하 다. 먼 , 자원 거 과 비교하여 

메커니즘의 기본 속성을 살펴보고, 구체 으로 로벌 환경변화에 응하여 국제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 속성으로서 균형․조정․학습 메커니즘의 개념을 밝혔다. 

나아가, 수출비 이 높은 109개의 상장  등록된 한국기업을 표본으로 로벌메커니즘의 효용성

을 실증하 다. 다 회귀분석을 사용한 통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로 메커니즘변수들은 주  

종속변수(Valuation) 모델에서는 유의성을 보인 반면에, 평균성장률(Average Growth Rate)을 종

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는 외부학습메커니즘을 제외하고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단순한 성

장률(Growth Rate)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들에서는 모델에 따라 일부 메커니즘 변수들만이 유

의성을 보 다. 그러나, 객  종속변수들과 메커니즘변수들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강력한 유의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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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들은  더 생존과 성장을 하여 해외로 진

출해야 한다는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Hamel & 

Prahalad, 1994), 국제화는 국경, 략  경쟁우 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있다(Bartlett & Ghoshal, 1989; 

Melin, 1992; Porter, 1986; Prahalad & Hamel, 

1990). 물론, 이 게 빠른 국제  변화의 환경하에서 

략  조직형태 등도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이 경쟁우 의 원천(the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이런 변화들이 조직의 

략, 구조, 그리고 조직의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

는가? 

이런 문제들은 기존의 Chandler(1962), Williamson(1975) 

등에 의해 ‘M-form’으로 알려진 ‘환경- 략-구조

(environment-strategy-structure) 합모델’보다 더 

동 이며, 다양한 에 근거를 둔 략 ․구조  

변화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Pettigrew, 1987; Melin, 1985; Hedlund and 

Rolander, 1990). 를 들면, Eriksson et al.(1997: 

353)은 기업들이 국제화에 직면하여 내부의 자원과 역

량이 융화될 수 있는 구조와 루틴( 는 로세스)을 개

발해야 하며, 그러한 것들이 해외시장과 제도에 한 

경험  지식을 찾도록 인도하고 궁극 으로 국제  성

장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Bartlett 

and Ghoshal(1993)의 ‘New Form,’ Doz, Santos & 

Williamson (2001)의 ‘meta-national 조직 로세

스’, Kougut and Zander(1992, 1993)의 ‘지배구조메

커니즘’ 등은 이러한 동태  국제화 로세스에 부응

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기업의 국제화 로세스에 있어서 

M-form 등 기존의 정 인 연구들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안의 하나로서 ‘동태  로세스 

모델’에서 발 된 ‘ 로벌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

다. 먼 , 자원 거 과 비교하여 메커니즘의 기본 

속성을 살펴보고, 구체 으로 로벌 환경변화에 응

하여 국제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 속성으로서 

균형․조정․학습 메커니즘의 개념을 밝히고, 끝으로 

수출비 이 높은 109개의 한국기업을 상으로 로

벌메커니즘의 효용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국제화에 있어서 프로세스관련 연구

능동 이고 동태 인 응을 해 기업의 국제화를 

로세스로 보고 근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 

즉, 많은 연구자들은 국제화의 기본  정의를 ‘국경을 

넘어선 기업의 국제  운 (international operation)

에 있어서 차로 증가되는 일련의 로세스’로 악

하고 있다(Johanson & Vahlne 1977, 1990; Welch 

& Loustarinen, 1988; Oviatt & McDougall, 1999; 

Bartlett & Ghoshal 1987; Dunning 1980). 통상 국

제화를 일련의 로세스로 보는 연구들은 다음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1). 

첫째 그룹은 국제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 이

고 순차 이며, 장기 인 로세스로서 간주하는 연구

들이며, 기업행 이론(Cyert and March, 1963; 

Aharoni, 1966), 기업성장이론(Penrose, 1959) 등에 

이론  토 를 가지고 있다. 표 인 학자로는 제품

수명주기론(product life cycle)의 버논(Vernon, 

1966), Uppsala model의 지지자인 Johanson and 

Vahle(197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단 은 이

1) 첫째와 둘째 그룹은 진  국제화를 추구하는 카테고리로 함께 묶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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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무 결정론 이고, 국제화의 기단계만을 강조

한다는 것이며(Melin, 1992), 한 최근의 설립 기부

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이론에 반 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그룹은 기업의 국제화를 하나

의 로세스로 보고 동태  근을 시도하는 국제화 

이론의 토 가 되고 있다. 둘째 그룹은 국제화의 결정

이 기업의 신으로 간주되는 신 련(Innovation-Related) 

국제화모델(Bilkey & Tesar, 1977; Czinkota, 1982; 

Cavusigil, 1980; Reid, 1981)이다. 첫째 그룹의 진

이고 순차 이라는 부분의 문제 을 보완하는 연구

의 일환으로서, 국제화의 결정을 그 기업의 신으로 

간주한다. 이 그룹을 다시 두 부류로 나 어 보면, 

기단계에 수출에 심이 없으며, 수출을 유도하는 외

부의 변화나 ‘push 메커니즘’에 의해 국제화를 진행시

킨다고 보는 시각(Bilkey & Tesar, 1977; Czinkota, 

1982)과 기단계부터 내부의 심과 ‘pull 메커니즘’

에 의해 진행된다는 시각(Cavusigil, 1980; Reid, 

1981)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Anderson, 1993). 그러

나, 이 그룹의 연구들은 국제화에 있어서 본질 으로 

행  측면(behavioral in nature)과 경험  지식

(experiential knowledge)이 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는 에서 첫째 그룹과 많은 유사 을 가지고 있다

(Ericsson et al., 1997). 셋째 그룹은 략과 구조 사

이의 연결에 을 두고 있는 환경- 략-구조 합모

델(M-form)이다. 즉, 이러한 연구는 다국  기업을 

심으로 ‘구조가 략을 따른다’(Chandler, 1962)는 모

토아래 모-자회사간 구조, 국제 부분, 그리고 세계  

제품 부분 등과 같이 다국  기업의 구조  형태가 역

사  환경변화에 맞추어 발 하고 변화함을 서술하고 

있다. 표  학자로는 Alfred Chandler(1962), Joe 

Bower(1970) 등을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약 은 략

-구조- 합 이라는 직선  사고와 개념에 있어서의 정

(static)특성 등을 뽑을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국제

화에 있어서 학습  정치  로세스의 역할이 명확

히 설명될 수 없음을 지 할 수 있다(Melin,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동태  

로세스 의 하나로서 메커니즘 거 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그룹은Doz and Prahalad(1991)와 Bartlett 

and Ghoshal(1991) 등의 소  ‘ 로세스 학

(process school)’이다. 이들은 행정 (administrative) 

로세스와 조직 (organizational) 모델 등에 근거를 

두고, 다국  기업들의 경 을 면 히 연구하여 서술

함으로써 국제  경 에 있어서 로세스 학 를 구성

하 다. 즉, 다국  기업에서의 경  로세스를 서술

하고 처방하는 일련의 개념을 도입하 다. 그러나, 실

증  경 이론이 아니며, 지나치게 규범 이라는 약

이 있다(Melin,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태  환

경변화에 응하여 국제화 기업의 조직구조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에 따른 로세스  기업활동을 지

향하는 데 공헌하 으며, 이러한 장 들은 본 연구에

서 로벌메커니즘의 주요 속성을 추출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표 1>2). 

<표 1> 국제화 관련 연구들

2.2 동태적 프로세스 관련 연구

략분야에서는 기업 성공요인의 원천으로서 조직 

로세스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Teece et al.,1997; Helfat & Peteraf, 2003), 이러한 

조직 로세스를 시하는 움직임은 기업의 국제화에 

2) 이들 연구의 주된 특징은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극복하고자 단순한 

개념연구를 넘어 실증연구로까지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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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계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Ghoshal(1987)은 로벌 략을 한 조직구조로

서 세 가지의 략  목 과 세 가지의 략  도구

(tool)을 제시하고3),  성공  로벌 략의 핵심은 이

러한 다른 목 과 수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있음을 주장하 다. 특히, 각 목 과 수단 사이에 서로 

trade-off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략  목

의 ‘최 (maximize)’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의 에서 ‘최 (optimize)’을 추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Bartlett & 

Ghoshal(1993)의 New Form은 기존의 M-form을 

극복하기 한 새로운 조직형태에 한 시도로서, 

Chandler(1962)의 structural perspective, Bower(1970)

의 process model, 그리고 Cyert and March(1963)

의 behavioral theory에 기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

은 각 리자  에 따라 entrepreneurial proc-

ess, integration process  renewal process의 세

가지 핵심  로세스를 제시하고, 이러한 조직의 

로세스  리에 따라, 다국  기업의 경쟁우  원천

을 발견하고자 하 다.

Kougut and Zander(1992, 1993)는 기업을 ‘지식

의 창출  내부  지식이 에 특화하는 사회  커뮤

티’로 간주하고, 국제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동태 으

로 고찰하 다. 그들에 따르면, 다국  기업은  구매와 

매에 한 시장실패 때문이 아니라, 국경을 가로지

르는 지식의 이 에 있어서 조직  수단으로서의 ‘우

월  효율성(superior efficiency)’때문에 기인한다. 

그들 의 근간은 기업의 경계는 단지 개인의 기회

주의를 구속하는 지배구조메커니즘의 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구조메커니즘의 설계는 ‘기업의 

경계(boundaries)’  ‘개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직내의 력

(cooperation within an organization)이 조직간보

다도 기업내의 이 을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역량을 

갖게 하며, 이것이 기업 특유의 경쟁우 를 구성한다

는 것이다. 지배구조메커니즘과 조직내의 력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우 를 창출한다는 그들의 이러한 

시각은 후술할 본 연구의 메커니즘 근과 일맥 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Doz, Santos & Williamson(2001)은 과거에

는 로벌기업의 성패가 생산, 매의 효율  네트워

크의 구축  세계로 시장침투가 가능한 해외지사 

등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식경제의 수요

에 응하는 략  응의 변화를 시하 다. 그 핵

심은 ‘  세계로부터의 학습에 의한 신’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들의 기본  생각은 첫째, 경쟁우 는 주

로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둘째, 로벌기업의 번

을 해 필요한 지식은 세계에 흩어져 있고, 셋째, 

그들이 쉽게 근 가능한 자본, 재화, 정보 등 이동할 

수 있는 상품에 한 거리의 비용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네트워크와 조직 로세스 등을 활용

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경제하에서 국가  우

(metanational advantage)를 구축하기 해서 sens-

ing, mobilizing, operations의 세 가지 로세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3 메커니즘준거관점(Mechanism-Based View)

2.3.1 메커니즘준거관점과 자원준거관점 

본 연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메커니즘 거 은 

3) 략  목 으로는 efficiency, managing risks, learning을 략  도구로서는 national differences, scale economies, 

scope economies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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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 패러다임4)과 계가 깊다. ser-M 패러다임이

란 기업의 성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한 

동 인 략이론으로,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그리고 자원(resources)과 더불어 이들의 상호작용으

로 이루어진 ‘메커니즘’으로 체  맥락에서 통합 으

로 설명한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과 경쟁우 의 원천

으로서 메커니즘을 시한다(Cho & Lee, 1998). 이에 

반하여 자원 거 (resource-based view)은 기업경

쟁우 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자원과 역량(resources 

and capabilities)을 제시하고 있다(Wernerfelt, 

1984; Rumelt, 1984; Barney, 1991). 그들의 에 

따르면 활동(activities), 루틴(routines), 로세스

(processes) 등을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능력은 그 기

업의 자원과 역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자원 거 은 종종 순환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즉, 성공 인 기업은 유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

들 기업이 성공 이기 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양성

해야 한다(Prahalad & Hamel, 1990). 무엇이 이러한 

자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몇몇 학자들은 어떠한 자

원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상술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 다. 즉, 가치 있는 자원

들은 사용함에 있어 희귀하고, 모방하기 힘들며, 체

하기 어렵고, 기업의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훨씬 가치

가 있다는 등의 연구이다(Barney, 1991). 그러나 자원

거 은 의 순환  모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안 인 략이론이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자원과 역

량이 특별한 활동, 루틴, 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실

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업의 활동, 

루틴, 는 비즈니스 로세스 역시 그 기업의 자원과 

역량의 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Porter, 1991).

이에 반하여, 메커니즘 거 은 기업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을 두

고 있으므로 자원 거 이 가지고 있는 순환  모순

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어떤 기업이 가치 있

는 자원이 없더라도 활동, 루틴, 로세스 등 일종의 

메커니즘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

해서 자원과 역량들이 궁극  가치와 경쟁우 를 창출

하는 ‘시장 로세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Ray, Barney and Muhanna, 2004). 이러한 맥락에

서 Ghoshal(1987)은 한 국가의 비교우 (comparative 

advantages)가 그 기업들에게 경쟁우 (competitive 

advantages)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이익의 

실 은 자동 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조

직  요소들과 로세스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원으로 인한 차별화가 진정한 경쟁우 가 되기 해

서는 정 인 메커니즘  요소가 제되어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2.3.2 비즈니스 프로세스, 메커니즘, Dynamic 

Capabilities

앞에서 언 하 듯이 메커니즘은 조직의 로세스 

는 조직의 속성과 깊은 계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역량 는 경쟁우 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를 

들면, Porter(1980)는 본원  략의 필요조건으로 첫

째는 기술과 자원, 둘째는 조직  필요조건(organizational 

requirement)을 제시하 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바

로 메커니즘의 성격과 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 

Teece et al.(1997)이 제시한 dynamic capabilities를 

창출하기 한 조직  로세스5)도 본 연구의 로벌 

메커니즘 속성과 깊은 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4) ser-M 패러다임에 한 자세한 내용은 ‘M 경 ’ (2006, 한스미디어), Cho (2004), Jung (2004), Cho & Lee (199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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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source, Mechanism, Dynamic Capability, Performance

다. 통상 기업의 메커니즘은 Zollo and Winter(2002)  

6) 의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의 체 로세스의 개념에

서 보면, 자원(resources)에서 dynamic capabilities

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인 메커니즘의 속성 는 세부 인 dynamic 

capability의 속성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뒤섞일 수도 

있다(Cho, 2004 Jung, 2004). 통상 인 자원, 비즈니

스 로세스, 메커니즘, dynamic capabilities, 성과간

의 계를 메커니즘 거 에 따라 도식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핵심역량으로 귀결될 수도 있으

며, 나쁜 악습으로 명되어 제거 상이 될 수도 있

다. 성공 인 메커니즘은 핵심역량(core com-

petence), 동  역량(dynamic capabilities) (Teece 

et al., 1997; Eisenhardt & Martin, 2000), 결합역량

(combinative capabilities) (Kogut and Zander, 

1992) 등으로 불려질 수 있으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될 악습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메커니즘

은 자원, 주체, 환경 등과 결합되어 생성되지만, 기업 

체의 로세스 속에서 기업의 dynamic capa-

bilities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냥 로세스로 남거나 

악습이 되어 제거 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활동, 루틴, 그리고 비즈니스 로세스들은 

체의 경로의존 로세스의 부분이 되며, 그러한 경로

5) Coordination(or integration), learning, reconfiguration & transformation

6) 그들은 경험축 , 지식체계화 등의 learning mechanism을 통하여 dynamic capabilities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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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로세스를 통하여 기업은 자원과 역량을 발 시

키는데, 그러한 자원과 능력은 결국 미래의 활동, 루틴, 

그리고 비즈니스 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능력을 제

조건으로 갖게 된다(Ray, Barney and Muhanna, 

2004). 즉, <그림 1>과 같은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Ⅲ. 가설의 설정: 글로벌메커니즘

앞에서 살펴본 메커니즘 거 의 원리를 국제  

성장에 용할 때, 국제화 로세스가 루틴화되면서 

메커니즘이 생성된다면 그 구체  속성은 무엇일까? 

기존문헌  메커니즘의 기본논리에 근거하여 로벌

메커니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로벌메커니즘이란 ‘기업이 국제  성장을 하여 

기업 체의 시스템 는 하부시스템에서 주체, 자원, 

환경 상호간의 활동들을 상호조정(co-align)하는 패턴

화 는 구조화된 로세스’이다. 

메커니즘 거 은 기업을 여러 하부 메커니즘의 

묶음으로 간주한다. 한 기업 내에는 많은 종류의 메커

니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메커니즘은 

많은 하  메커니즘으로 구성될 수 있다(Cho & Lee, 

1998; Hur, 2003)7). 다음에는 의 정의에 따른 구체

 세부속성으로서 로벌메커니즘의 하부메커니즘에 

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균형(Balancing)메커니즘

이는 국제화 로세스의 과정에서 로벌 경쟁력을 

얻기 한 ‘ 략 로세스’의 개념에서부터 도출되었으

며, 기업의  는 포지션 변경의 측면과 련되어 

있다(Mintzberg, 1987). Melin(1992)은 략 로세

스가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서 사업 범 , 사업 아이디

어, 행동지향, 조직원리, 지배  가치와 규범 등의 지

속 인 발 과 변화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Prahalad 

and Doz(1987)는  ‘The Multinational Mission: 

Balancing Local Demand and Global Vision’에서 

‘ 략  조정’의 개념으로서 지역  수요와 로벌 비

의 ‘균형’이란 개념으로 사용하 다. 

Porter(1986)는 Prahalad and Doz(1987)의 in-

tegration-responsiveness(I-R) 모델을 보완하여, 

로벌 략의 선택모델로서 수직의 축에는 ‘조정

(coordination)’을, 수평의 축에는 ‘배열(configuration)’

의 개념을 제시하 다. 한, Bartlett and Ghoshal 

(1989)은 다국 기업에 있어서 경 자의 역할을 균형

메커니즘의 속성으로 표 하 다. 즉, 부분 다국 기

업의 경 자들은  세계  무 를 근거로 로벌 효

율성, 지역별 응성, 그리고 지식의 개발과 활용을 동

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CEO 는 경

자그룹의 국제화 략에 한 편견을 지 하고, 통합

화(integration) 는 지역  조정(responsiveness) 

략에 있어서의 편견 없고 균형 잡힌 략  목 지

향 개념을 제시하 다. Doz, Santos & Williamson 

(2001: 6)은 sensing, mobilizing, operations의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로세스  경쟁우 를 제시하 는

데, 특히  operations(운 )차원은 ‘효율성, 유연성, 그

리고 재무  규율(discipline)을 해서 운 에 있어서 

규모와 배치의 최 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기업

의 략  측면을 다루었다는 에서 균형 메커니즘

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8). 

7) Thompson(1967)에 따르면, 메커니즘은 기술 (technical), 경 (managerial), 제도 (institutional) 수  등 조직  

계의 수 에 따라서 구조화되는 것으로 인지된다. 를 들면, 지배(governance)메커니즘은 제도  메커니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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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균형메커니즘의 세가지 하부 개념이다9). 

략선택(Strategic Selection): 로벌 경 자가 통

합된 비즈니스 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세계 으로 하게 주요 자산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Bartlett et al., 2003). Bartlett and 

Ghoshal(1998: 157)은 기업의 국제  운 에 있어서 

기업에게 필요한 략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 하여, ‘합리 인 다양성(legitimizing diversity)’ 

특히, ‘다각  의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

다. 즉, 다각 으로 조직의 균형을 조 함으로써, 다각

인 략  역량에 근거를 둔 경쟁력과 환경의 변화

에 응하는 유연성을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창조한다

는 것이다. 세부 으로 사업 리, 기능 리, 지리

리 각각의 의사결정이 요하며, 나아가 기업 체  

수 에서 그것들 간의 최 을 이루게 하는 균형감각 

역시 요하다고 보았다. 

략변형 는 신(Strategic Transformation or 

Renewalizing): Bartlett et al.(2003: 767)은 변형 

로세스( 는 신 로세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활용

(exploitation) 는 탐색(exploration)으로 표되는 

행의 학습개념을 차별화 시켰다. 그들은 리스트럭춰

링과 리엔지니어링 로그램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업

의 행  컨텍스트로 묘사되는 근원  재구성이 필요

한 변화에 주목하 다(Bartlett & Ghoshal, 1998: 

252). 기업의 행  컨텍스트는 비즈니스 로세스

( 는 메커니즘)와 련이 깊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

 기업의 변형은 조직 내 개인행 의 기능과 같이, 기

업에 있어서 최고경 자가 통제하는 략, 구조, 그리

고 시스템의 행  기능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형 로세스’를 세 가지 요소 즉, ration-

alization, revitalization, regeneration으로 분류하

다. Rationalization은 재의 운 을 차 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단기성과와 계가 깊다. 

Revitalization은 새로운 역량 는 비즈니스의 창조

를 의미하며, 기업의 장기  번 과 계가 깊다. 따라

서 rationalization, revitalization은 서로 력 계에 

필요하다. Regeneration은 의 둘을 동시에 달성하

는 것을 뜻하며, 가장 이상  조직이다. 한편, 슘페터

가 강조한 ‘ 신’ 역시 ‘재생(renewalizing)’과 계가 

깊다. 그에 따르면, 생산 로세스는 ‘생산 역량

(productive capacity)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

며, 신은 ‘생산역량의 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변화’로 

정의된다(Ito & Nei, 1993). 

략 응(Strategic Adaptation): 이는 경 자가 

다음의 세 가지 단계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한 것이다. 첫 단계는 조직의 편견 는 나쁜 메커니즘

의 ‘제거’이며, 둘째 단계는 새로운 경  과 메커

니즘의 ‘재구축’,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기업 체

으로 신속하게 균형을 맞추기 한) 새로운 메커니즘

의 ‘ 응’이다. 

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균형메커니즘

을 ‘기업의 주체가 국제  성장을 이루기 해 격동

인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 자원을 균형있게 배열하는 

략  로세스(strategic process)’로 정의하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기업의 균형메커니즘( 략선택, 략변형, 

략 응)의 수 은 국제  성장과 정  계가 있

다.

3.2 조정(Coordinating)메커니즘

8) 참고로 sensing은 학습메커니즘과 mobilizing은 조정메커니즘의 개념과 유사하다(Jung, 2004: 18).

9) Bartlett and Ghoshal(1998)의 문헌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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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  훨씬 더 

다각 인 ‘조정(coordination)’을 필요로 한다

(Martinez & Jarillo, 1989). 로벌 비즈니스 경 자

의 요한 일의 하나는 해외 자회사의 활동들을 통합

해야 하는 것인데, 공동의 일 된 략하에 이러한 

로벌 략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Bartlett 1986). 

‘노동의 분화’로 리 알려진 Smith(1776)는 어떤 

목  는 목표를 향한 다양한 활동들의 ‘조정’을 ‘조

직의 생활방식(modus vivendi)’ 는 ‘일의 처리방식

(modus operandi)’이라고 언 하 고, Grant(1991)

는 ‘조정’을 성공 인 기술의 상업화를 하여 다른 제

조 원천들을 개하고 조율하는 기업의 로세스로 보

았다. Porter(1987)는 다각화된 기업들을 한 기업수

의 략에 있어서 심 이슈를 ‘사업단 의 가치사

슬은 별개이지만 특별한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 어

떻게 비즈니스간의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독

인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악하

는데, 이러한 가치사슬과 사업 단 들의 활동들이 

바로 조정의 상이다. Barlow(1953)도 국제 경 에 

한 그의 연구를 통하여 조직구조의 일반  패턴, 자

회사의 자율성 정도, 공식화와 성과통제의 정도, 그리

고 지 경 자 사용의 유․불리 등 조정메커니즘과 

련된 연구에 을 두었다. Battlet et al.(2003: 

669) 역시 국경을 가로지르는 조정메커니즘을 강조하

는데, 그 이유는 원천 패턴의 결정, 국경을 가로지르

는 이  정책 등 기업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Martinez and Jarillo(1989)는 조직 내 다른 단

들 사이의 조정메커니즘을 ‘통합( 는 조정)을 이루

기 한 어떤 행정  도구’로 정의하고, 특히 다국 기

업에 있어서 조정메커니즘을 강조하 다. 

의 연구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정메커니즘

을 ‘국제  성장을 한 국제  운 의 방식에 있어서, 

기업의 주체가 사업 단  는 활동들을 통제하고 조

율하는 구조  로세스(structural process)’로 정의

하고자 한다. 

의 정의에 따르면, 조정메커니즘은 사업 단  

는 활동들을 주요 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

구조와 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Barlow, 1953; 

Chandler, 1962), 크게 형식 (formal)  비형식

(informal) 조정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Melin(1992)은 국제경  분야에 있어서 다국  기업

의 구조  측면에 한 연구흐름이 1970년 에는 주로 

구조  형태와 형식  통제 메커니즘에 을 두었으

나, 1980년 에는 덜 형식 인 조정메커니즘쪽으로 

심의 이 이동하 다고 악하 다. Martinez and 

Jarillo(1989)도 조정메커니즘에 한 80여개 이상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조정메커니즘은 구조 , 형식

이며 비교  쉬운 도구(tool)로부터, 비형식 이며 

민하고 섬세한 장치(device)로 진화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의 이유는 ‘ 증하는 복잡한 

략의 실행을 해서’라고 설명하 다. 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기업의 국제  성장에 있어서 형식   비

형식  조정메커니즘의 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해 왔

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기업의 (형식 ․비형식 ) 조정메커니즘의 

수 은 국제  성장과 정  계가 있다. 

3.3 학습(Learning)메커니즘

Andersen(1993)은 국제화 로세스의 진  패턴

은 주로 ‘ 련지식의 부족’과 ‘국제화의 실행과 련된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주체는 해외시장의 경험을 쌓고 차 국제화에 

심을 가짐에 따라, 기업은 지식을 배우고 축 할 수 

있게 되며 차 지식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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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으로 해외시장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학습 로세스를 국제화 로세스에서 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Johanaon and Vahlne, 1977; 

Barkema & Vermeulen, 1998; Bartlett & Goshal, 

1987; Huber, 1991). 

부분의 다국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학습’

을 기업의 내부화된 능력으로부터 rent를 얻기 한 

도구로 간주한다(Calvet, 1981). 그러나, 이러한 ‘학습’

은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다국  

기업에 있어서 단지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학습을 

향상시키지는 않으며, 단지 잠재 인 학습을 증가시킨

다. 이러한 잠재성의 활용을 해서, 조직은 학습을 명

백한 ‘목 ’으로 간주하고 학습이 발생하기 한 메커

니즘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명백한 의도와 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잠재  학습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Ghoshal, 1987). 

일반 으로 학습메커니즘은 내 (internal)학습과 

외 (external)학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Schroeder 

et al., 2002; Kogut & Zander, 1992), 국제화에 있어

서는 내 ․외  학습뿐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연결 

학습(linkage learning 는 pollination)도 요하다

(Bartlett et al., 2003). 내  학습(Internal learning)

은 다기능  종업원들의 훈련(Gerwin and Kolodny, 

1992)과 종업원의 제안(Hall, 1987)을 로세스와 제

품개발에 통합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습의 수단을 통하여 한 과업조직으로 이르게 되

며, 성과에 정  향을 주게 된다(Gerwin and 

Kolodny, 1992). 한, 이러한 수단은 제조 로세스

의 경로의존  개발을 제시하는 ‘루틴을 변화시키는 

루틴(routine-changing routines)’이 되는 것이다

(Nelson and Winter, 1982). 외  학습(External 

learning)은 ‘고객  공 자들과의 문제해결을 통한 

조직간 학습’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고객에 의한 공 자

의 생산방식의 검정, 지속 인 고객-공 자 계 설정 

등은 고객이 요한 루틴의 원천임을 시사하고 있다

(Dyer and Singh, 1998). Gerwin(1993)에 따르면, 

외  학습은 공 자들과의 장기간 계 을 통하여 

발생하며, 이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로세스 설계에 

공 자를 투입하거나 품질  루틴 향상에 공 자를 

여시키는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학습은 부정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를 들

면, 어떤 상황하에서의 학습(situated learning)은, 만

약 그 특수성이 더 이상 경쟁우 를 부여하지 않는다

면, 단 하나의 학습 자취(궤 )와 련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Levinthal and March, 1993). 한, 

우연한 모호성(causal ambiguity) 역시 갑작스럽게 

경쟁우 의 원천을 괴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잘

못된 학습궤 에 이르게 할 수 있다(Lippman and 

Rumelt, 1982). 

요약하면, 일부 학습의 부정  속성, 모호성으로 인

한 부정  향도 가능하지만, 체로 기업의 국제  

성장에 있어서 ‘학습’은 요한 정  요소로 작용되

고 있다. 기업의 국제화 로세스에 있어서 새로운 지

식창출 는 새로운 지식을 만났을 때 어떤 학습메커

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

떻게 새로운 자원( 는 지식), 유산 등을 로세스화 

시키고, 융화시키느냐는 국제  성과에 요한 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학습메커니즘을 ‘기업의 구성원들이 국제  성장

을 하여 다양한 국제  운  방법을 배우는 조직  

로세스(organizational process)’로 정의하고,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기업의 (내 ․외 ) 학습메커니즘의 수

은 국제  성장과 정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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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글로벌메커니즘과 국제적 성장

통상 어떤 이론이 동태  이론이 되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내용

차원(content dimension)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상의 근본요인(origin)을 규명하며, 둘째는 과정차원

(process dimension)으로서 상을 유발시키는 근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혹은 계를 요시하고, 셋째는 

내용차원과 과정차원을 연결시켜주는 시간차원(time 

dimension)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본요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강조한다(조동성, 1998). 즉, 동태

 이론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근본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향을 주고 받으면서 특정 상을 유발시

키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메커니즘 거 은 동태  이론이며, 따라서 로벌 

메커니즘의 세부속성을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각 

business unit 는 activities의 구조에 한 조정메

커니즘은 ‘내용측면’으로 볼 수 있고, 주체(subject)가 

국제  환경(environment)변화에 응하여 자원

(resources)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음에 따라, 개인과 조직 모두의 측면에서 학습 로

세스를 통하여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측면’은 

학습메커니즘과 련이 깊다. 한 내용차원과 과정차

원을 연결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략 로세스인 

균형메커니즘은 ‘시간측면’으로 볼 수 있다(Jung, 

2004). 결국, 균형․조정․학습이라는 로벌메커니즘

은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발 하며, 의 연구에 근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4: 기업의 총체  로벌메커니즘의 수 은 국

제  성장과 정  계가 있다. 

가설검증을 한 종합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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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산  업 총기업 목표기업 샘플

화학 (의약, 바이오 포함) 149 82 22

전기․전자 (영상, 음향, 통신장비 포함) 216 174 43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 67 59 14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82 55 4

의료, 정밀, 광학기기 31 26 13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 포함) 134 100 13

합  계 679 496 109

<표 2> 샘플특성 요약

Ⅳ. 분석 및 결과

4.1 자료수집 및 변수구성

실증분석을 하여,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샘 기

업을 추출하 다. 첫 단계는 2001년 이 에 설립되고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 는 등록된 수출비 이 높은 

제조기업을 상으로 하 다. 수출비 이 낮은 기업의 

국제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각 요소의 국제화에 

한 향력을 제 로 측정하기 어려워 그 의미를 발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

는 총매출 에서 해외매출의 비율이 5%이상 되는 기

업을 선정하 다. 일럿 테스트 결과, 5%미만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률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

는 등 체 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

이다. 목표기업들 에서, 127개사가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하 으나 18개사는 신뢰성 부족, 일부 자료 락 

등으로 제외하 다<표 2>.  

자료는 부분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 으며, 일부

는 KIS-LINE을 통한 2차 데이터를 활용하 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지는 미리 몇몇 IR담당자 

 애 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검증  수정하여 

최종 작성되었다. 변수의 측정은 부분 5  척도를 

사용하 고, 종속변수 에서 국제  성장의 정도를 

묻는 주  설문(valuation) 항목만 10  척도를 사

용하 다. 설문자료는 해당 회사의 IR 장이 작성하

다. 

종속변수 

한 기업의 국제화의 정도는 고객과 생산요소를 한 

해외시장의 의존도, 그리고 이 의존의 지리  분산을 

반 한다(Sullivan, 1994). 통상 국제화( 는 multi-

nationality) 정도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가

장 평이하게 많이 쓰이는 것은 총 매출에 한 해외매

출의 비율(Grant, 1987; Tallman and Li, 1996), 총 

자산에 한 해외자산의 비율(Daniels and Bracker, 

1989), 그리고 그 기업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의 수(Tallman and Li, 1996) 등을 들 수 있다. 

총 매출에 한 해외매출의 비율은 기업의 총 매출에 

한 해외시장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용(proxy)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자산에 한 해외자산의 비율은 

기업의 해외생산에 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

용할 수 있다. 한, 어떤 기업의 자회사가 진출해 있

는 해외국가의 수는 지리  비용과 손익을 포함하는 

분산요소로 악할 수 있다(Gomes & Ramaswam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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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국제  성장은 국제화 정도와 

유사하지만 개념 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성장의 측정을  총매출

에 한 해외매출의 비율(Grant, 1987; Tallman and 

Li, 1996)을 기 로 하여, 객 인 용지표(proxy)

로서 3년간 해외 매출의 성장률(growth rate)과 해외 

매출의 3년 평균 성장률(average growth rate)을 사

용하 다(Autio et al., 2000).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KIS-LINE10)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 고, 일

부는 2차 자료와 질의를 통해 확보하 다. 의 객

 용지표 외에 국제  성장을 측정하기 한 주

인 설문지표도 조사하 다. 이는 주 ․객  지

표를 상호 보완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다.  

독립변수 

모든 독립변수들은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메커니즘 련 변수의 속성들은 기존의 문헌을 

통해 도출하 다. ‘균형(Balancing)’은 Bartlett & 

Ghoshal(1998), Bartlett et al.(2003) 그리고 

Prahalad & Doz(1987) 등을 참고하 으며, ‘조정

(Coordinating)’은 Martinez & Jarillo(1989)와 Battlet, 

Ghoshal & Birkinshaw(2003) 등의 문헌에서 도출하

고, ‘학습(Learning)’은 주로 Schroeder et al.(2002), 

Huber(1991), 그리고 Johanson and Vahlne(1977, 

1990) 등의 연구에서 도출하 다. 

독립변수인 각 메커니즘의 실무  의미를 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메커니즘은 기업의 

국제  략 로세스와 련된 문제이다. 즉, 기업의 

단순한 술  의사결정이 아니라, 해외직 투자의 실

행, 신제품의 개발 등 기업 체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략  의사결정에 한 것이다. 따라서 균형메커니즘

은 기업 체의 제품․기능∙지역 략  이들 략들

간의 조화를 시한다. 둘째, 조정메커니즘은 기업의 

조직구조와 련이 깊다. 기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조

직측면에서의 문제 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원활

히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통상 기업은 국제화 기에 수출부서를 운 하

다가 국제사업부 조직구조, 로벌사업부 조직구조 등

으로 변화하게 된다( 용욱 등, 2005). 이러한 공식  

조직이라는 수단 이외에 조직분 기, 기업문화, 임시

원회 등 비공식  조정 로세스도 기업의 국제  성과

에 향을 다. 셋째, 학습메커니즘은 기업의 지속  

경쟁우 를 향상시키는 기업 조직의 학습역량과 련

이 깊다. 최근 해외사업과 많은 련을 맺고 있는 한국

의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외국어 학습 증진을 해 학

원비를 보조한다든지, 사내 련 로그램을 운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 업무 련 

기술 등 분야에서도 역량강화를 해 학습동아리의 지

원 등 지속 인 학습 로세스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기업외 으로도 해외 공 자  해외 고객과의 

긴 한 계유지, 해외기술 동향의 악 등을 해 정

기 인 미 의 개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 인 각 측정항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3>. 균형메커니즘은 ‘ 략선택’, ‘ 략변형’, ‘ 략 응’

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략선택은 ‘업계평균과 비교

하여, 귀사의 제품에 한 략은 국제화 략과 더불

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등 총 3개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략변형은 ‘ 략  차원에서 재의 업무를 더

욱 개선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하고 있

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한, 략 응은 

‘귀사는 최고경 층이 국제화 략을 변화시킬 때, 이

에 따른 불필요한 행․ 습의 타 가 업계평균에 비

해 용이합니다.’ 등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형식

10) 본 연구를 해 200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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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메커니즘은 ‘귀사의 조직구조는 국제  성장과 

련된 업무를 담하는 부서의 구분이 잘 정비되어 

있다.’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비형식  조정메

커니즘은 ‘국제  성장과 련된 자유토론, 비공식회

의, 태스크포스 , 임시 원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등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내  학습

메커니즘은 ‘국제  성장과 련된 제품  로세스 

개선에 한 제안이 활발하다.’ ‘종업원들은 국제  성

장과 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해 지속 인 교육․훈

련을 받고 있다.’ 등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외

 학습메커니즘은 ‘해외 고객들은 제품  디자인 

로세스에 활발하게 여하고 있다.’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표 3> 측정된 독립변수

통제변수 

통상 국제화 련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 산업, 기

업의 설립연도 등이 통제변수로 사용되며(Reid, 

198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설립연도(age)이다. 오래된 기업은 경험이 축

되고 이러한 경험은 해당 기업의 체  매출 는 

해외매출에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Oviatt & McDougall(1997)은 기업의 설립연도(age)

가 해외시장의 근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 메커니즘도 그 속성상 시간에 의해 향을 받는다. 

둘째는 버리지(leverage)이다. 통상 버리지 비율

은 국제  성장에 부정  향을 끼친다고 단된다. 

왜냐하면, 부채는 기업가치에 있어서 성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며(Myers, 1977), Grant(1988), 

Tallman and Li(1996) 등의 연구에서도 이 변수를 

활용하 다. 반면에 실에서 이 변수는 해외진출(

는 국제  성장)에 일시 으로 정 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를 들어, 한국 우의 경우 필사  생존을 

해, 많은 부채비율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진우(2002)는 융자(loan)로 자 조달

을 한 기업의 경우는 외부압력을 게 받기 때문에 해

외진출의 정도는 활발할 것으로 보고, 민간 투자자

( 는 정부 정책융자자 )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해

외 진출지역이 다변화된다는 가설을 검증하 으나, 통

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는 기 해외매

출액( 는 수출액)이다. Autio et al.(2000)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국제  성장은 측정하고자 하는 기 수출

액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

에서의 기본  해외역량의 상태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서 이다. 넷째는 기업의 규모(size)와 련된 변수이며

(Reid, 1980 Gomes & Ramaswamy, 1999), 본 연구

에서는 종업원수(Gatignon & Anderson, 1988)와 자

산(Kogut & Singh, 1988)을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

다. 다섯째는 산업 련 변수이다. 통상 국제화 련 연

구에서는 국가와 산업 련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Gomes & Ramaswamy, 1999; Autio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 기업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한정되었으므로, 제시된 모델에서 국가

련변수를 통제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산업 련 

변수들만 통제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의 

차이를 미리 감안하여 연구 상을 수출비 이 높은 

제조 산업으로 한정하 고, 음․식료, 가죽, 섬유, 고

무, 종이, 출  등 안정 인 국내 수요 제조 산업들은 

배제하 다. 즉, 샘 선정의 과정에서 미리 어느 정도 

통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를 해 사

용된 자료에서 산업간 통계  차이는 거의 찾을 수 없

었다. 여섯째, 기업의 성과와 련된 변수로서 총자산

순이익률(ROA: 2000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Delios & Beamish, 1999; Tihanyi et al., 2000). 이

는 Penrose(1959) 등이 주장하는 내수시장에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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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제화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국제화를 야기하

는 원인의 하나로서 기업성과를 통제한 것이다. 

한편 R&D지출액도 통제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지

만(Kogut & Singh, 1988), 단순히 R&D지출액을 통

제변수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 이 있다(Spender & 

Grant, 1996). 를 들면, 매출이 낮을 때 R&D 지출

액은 불균형 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Eisenhardt 

& Schoonhoven, 1990). 한 본 샘 에는 작은 기업

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작은 기업들의 경

우 뚜렷하게 R&D 부분이 없거나 련된 비용을 평가

하기 어렵다(Autio et al., 2000). 따라서 R&D지출액

은 통제변수에서 제외하 다.

4.2 분석 및 결과

표본에 한 기술통계  독립변수들의 상 계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기술통계 및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설립연도의 평균은 24.05년이며, 최소 4년, 최  59

년으로 나타났다. 기 해외매출액(2000년)은 평균 약 

772억원, 버리지(2000년)의 최소값은 1.07, 최 값

은 6.36, 평균은2.065로 나타났다. 한 로그를취한 종

업원의 수는 최소 1.58, 최  3.87, 평균 2.40으로 나타

났으며11), 로그를 취한 자산의평균은 7.8712), ROA의 

평균은 6.13으로 나타났다.

상 계에서 특이한 은 각 메커니즘간의 상

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 하 듯이 

균형․조정․학습이라는 로벌메커니즘이 동태  이

론에 근거하여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

호 강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각 모델내에서 Tolerance(모수추정치에 한 허용도), 

VIF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모든 모델들이 Tolerance

가 0.2이상, VIF가 4.7이하이므로 다 공성성의 문제

는발생되지 않았다고 단된다. 한편, 설립연도는 

BA_SA와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기 해외매

출액은 LE_EX와 정(正)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 이 되는 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외부 

학습메커니즘과 정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 종업원 수와 자산은 부분의 변수들과 

양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

가 로벌메커니즘과 정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ROA는 설립연도와 버리지에 하여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각 가설에 따라 모델을 

넷으로 나 고, 각 모델별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모델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균형 메커니즘’을 다룬 모델1을 살펴보면, BA_SA, 

BA_SS은 일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A_ST은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평균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설립연도는 모델 1-2와 1-3에서 음의 유의성이 

나타나 설립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국제  성장에 

부정  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기 해외매출

액 변수는 그 수치가 낮고 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2에서 산업 통제변수 에서 D4(컴

퓨터  사무용기기)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타 통제

변수들은 그 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정 

11) 실제 종업원수는 최소 38명, 최  7490명, 평균 479명으로 나타났다.

12) 실제 자산은 최소 94.8억, 최  약 5조 5,329억, 평균 약 2,134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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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다룬 모델 2-1의 경우, CO_FO, CO_IN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종속변수가 평균성장률인 

모델 2-3인 경우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델 2-2

의 경우에는 CO_FO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립연도

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모두 음의 유의성을 보임으로

써, 모델 2에서는 설립연도가 오래될수록 국제  성장

에 부정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델 

2-2에서 산업 통제변수  D4(컴퓨터  사무용기기)

만 정  유의성이 나타났을 뿐, 여타 통제변수들은 

그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메커니즘’을 다룬 모

델3의 경우, 체로 모든 학습메커니즘 변수들에서 유

의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LE_IN은 모델3-3에서 유의

하지 않았고, LE_EX는 모델3-2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한 설립연도는 모델3-2의 경우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통제변수 에는 모델 

3-1에서 D2( 기․ 자)산업, 모델 3-2에서 D4(컴퓨

터  사무용기기)산업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타 

통제변수들은 그 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로벌메커니즘의 속성을 포함한 모델4의 경우, 

모델 4-1에서는 BA_SA, BA_SS, CO_IN, LE_IN, 

LE_EX이 유의성을 보이고, 모델 1-1, 2-1, 3-1 보다 

R
2
도 증가하 으나, 모델4-2, 4-3에서는 모든 메커니즘

의 변수들이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주  종속변수

를 사용한 모델들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5>의 모델분석의 결과 특히 객  종속변수를 

사용한 모델들의 유의수 이 낮았으며, 하부 메커니즘

의 변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모델4의 변수들의 유의수

이 가장 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객  

종속변수 모델 에서 하부 메커니즘 변수들이 하나씩

만 포함된 모델들을 만들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6>. 

<표 6> 단순회귀분석 결과: 객관적 

종속변수와 각 하부 메커니즘 변수13)

그 결과 <표 5>의 모델들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던 하부 메커니즘 변수들이 부분 유의하게 나타남

으로써, 로벌 메커니즘에 한 본 연구에 한 의미

를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에서는 하부 

메커니즘들을 한 모델에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다 공

성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호 향을 미침으

로써 일부 하부 메커니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단된다.

요약하면, 다 회귀분석의 결과 체로 로벌메커

니즘변수들은 주  종속변수(Valuation)를 사용한 

모델들에서는 유의성을 보인 반면에, 평균성장률

(Average Growth Rate)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객

 모델들에서는 모델 3-3의 LE_EX을 제외하고는 거

의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단순한 성장률(Growth 

Rate)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들에서는 모델에 따라 

BA_SS, CO_FO, LE_IN이 유의성을 보 다. 설립연

도는 체로 음(-)의 향력을 나타냈으며, 모델 1-2, 

1-3, 2-1, 2-2, 2-3, 3-2에서 유의성을 보 다. 반면 통

제변수로 사용한 기 해외매출액, 버리지 변수 등

은거의 모든 모델에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산업

별 통제변수는 D2( 기․ 자산업), D4(컴퓨터  사

무용기기 산업)만이 일부 모델에서 유의성을 보 다. 

한, 객  종속변수를 사용한 모델들을 세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부분의 모델에서 메커니즘변수들이 유의성을 나타내

었다.

13) 통제변수들은 <표 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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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략-구조 합이론, 자원거 이론 

등 기존의 다소 정 인 이론이 국제  환경변화의 

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비즈니스 

로세스 련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메커니즘  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 다. 

첫째, dynamic capabilities와 련된 조직 로세

스 속성(Teece et al., 1997)  Kougut and Zander 

(1992, 1993), Bartlett & Ghoshal (1998), Doz et 

al.(2001) 등의 동태  국제화 로세스 연구들을 바탕

으로 하여 로벌메커니즘의 개념을 도출하 다. 나아

가 그 주요 세부속성을 균형․조정․학습 메커니즘으

로 구분하고,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에 한 개념

정립과 가설을 제시하 다. 둘째, 메커니즘의 기본속성

을 밝히고, 메커니즘의 동태  로세스  속성을 국

제화에 용하 다. 한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로세스로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기업의 ‘자

원’과 ‘dynamic capabilities’의 간에 치하고 있

으면서, 실질 인 기업 경쟁우 의 원천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하 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화에 있어서 

Bartlett & Ghoshal(1991) 등 부분의 로세스 학

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실증 연구의 부족이라는 한

계 을 극복하고자 로벌 메커니즘에 한 세부 속성

들을 정의하고, 수출비 이 높은 109개의 상장  등

록된 한국기업을 표본으로 실증하 으며,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물론, 메커니즘 거  역시 한계 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한 보완  추가  연구는 지속 으로 필요

하다. 특히 주체, 자원, 환경이 어떤 기본  원리 는 

구체  과정을 거쳐 메커니즘으로 융화  통합되며, 

메커니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업의 경쟁우 로 발

하느냐 등의 이슈는 메커니즘 거 에 있어서 

요한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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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모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N=10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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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모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N=10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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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단순회귀분석 결과: 객관적 종속변수와 각 하부 메커니즘 변수 (N=10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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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m’s Global Growth based on Mechanism-Based View
: Balancing ․ Coordinating ․ Learn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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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realizing the limitation of existing static process models such as the environ-

ment-strategy-structure, RBV and more in internationaliz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study 

suggests global mechanism based on dynamic process model. After investigating the fundamental at-

tributes of mechanism compared with the resource-based view, we search for specific attributes of 

global mechanism such as balancing, coordinating, and learning.

Further, focusing on the high export-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we examine the re-

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global mechanism and international growth empirically. For this study, 

we collected 109 survey data of firms that are listed and registered on Korean stock market. 

Results from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show as follows. In the case of a model using a sub-

jective dependent variable (Valuation), mechanism variables show significance on the whole. However, 

in the case of a model using average growth rate of foreign sal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global 

mechanism variables rarely show significance and in the case of a model using the simple growth rate 

of foreign sales, global mechanism variables show mixed results according to models. However, most 

results from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s between objective dependent variables (Growth Rate, 

Average Growth Rate) and global mechanism variables show significance robu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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