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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기업의 인증 획득과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에서, 전문방산업체의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이 

방산업체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인증획득은 

기업의 평판을 높여 기업 성과가 높아진다. 이때, 기업의 특성인 방산 분야 

점유율과 방산 업력이, 각각 인증과 상호작용하여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연구결과는 국내 전문방산업체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방산매출과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기업의 성과에 해당분야 인증 

획득의 중요성을 제고한다. 이때, 방산점유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의 성과효과가 더욱 크고, 반대로 방산 업력이 

짧은 기업의 인증획득과 성과의 관계는 부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방산기업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획득으로 방산 매출을 높일 수 있으나 

방산 외 매출에는 부적인 효과를 가지며, 방산매출 성장 효과는 기업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결과는 인증과 성과의 포괄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인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인증획득 판단과 

성과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 평판, 신호이론, 방위산업체 

학   번 : 2020-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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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기업의 인증 획득은 기업의 평판을 향상시켜 기업 성과로 나타난다. 

제 3 자의 품질 인증은 기업의 생산물, 공정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고 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평판을 구성한다 (Dewally & Ederington, 2006). 

이것은 특히 기업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비대칭이 큰 레몬 

시장에서 크게 작용한다(Akerlof, 1970; Park & Rogan, 2019). 기업의 

인증획득이 평판을 높인다면, 이해관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Bundy et al., 2021). 

평판은 조직이 한 조직 역 내에서 활동하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그 조직의 산출물에 관한 능력과 향후 행동 양상에 

대한 신뢰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Rindova et al. (2005)은 제 3 자의 

선택에 의해 획득되는 평판을 강조하였고 인증을 그 예로 제시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관련 인증은 권위있는 외부 전문가가 특정 증명을 

확인한 평가의 결과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준다(Terlaak & King, 2006). 따라서 관련분야의 인증은 기업의 평판을 

형성한다. 

 기업의 인증 획득이 평판을 형성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증 기업의 성과 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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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신호효과의 결과라면, 구매자가 개별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은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클수록 인증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Terlaak & King, 2006). 인증 기업의 평판이 성과로 이어질 때, 

초점 청중인 구매자와 관련된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Ertug et al., 2016). 

따라서, 인증의 성과효과는 해당 시장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Basdeo et al., 2006), 고객과 기업이 관계를 맺어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artikowski et al., 2011). 인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면, 인증의 효과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조직의 인증 

획득 여부 의사결정에 관리적 시사점을 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방산분야 인증 획득이 방산분야 재무성과 

뿐 아니라 방산 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구매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줄여주는 신호효과를 가져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이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운영성과의 향상이 

없더라도 재무성과가 증가한다(Terlaak & King, 2006). 또한,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높은 기업이 민간시장에서 매출성장률이 높다(Lee & Jung, 

2018).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효과가 방산분야 매출에만 한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이 방산분야 뿐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인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한다면, 인증 획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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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여 비교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방산업체’ 중 상장사 24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e.g. 강경목 & 최석철, 2021). 방산계약의 경우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높은 정밀도와 보안 요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장기 

계약이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 무기체계 생산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과 생산에 관해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문제가 있고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Park & Rogan, 2019). 따라서, 

국방조달물자는 필요시 경제적 측면보다 신뢰성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정원 et al., 2011).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에 의해 독점적으로 

B2G 계약이 이뤄지는 국내 방위산업에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이 전문방산업체의 방산매출 및 방산 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조절하는 기업의 신뢰도와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다면, 인증과 성과의 관계에 관해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첫째, 기업이 사회적 평가인 평판을 

획득하는 방법 중 인증에 초점을 두어, 인증획득과 기업성과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한다. 이때, 방위산업 분야라는 B2G 및 정부독점 거래로 민수 

시장과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인증이 방산 성과와 방산 외 

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둘째, 현재까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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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환경에서 운영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박종만 et al., 2020).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인증제도 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인증과 기업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서 관련 인증이 해당분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한다. 셋째, 인증 획득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기업의 특성을 확인한다. 시장 내에서 활동정도가 많아 거래관계의 

신뢰도를 부여하는 시장 점유율은 인증의 긍정적 효과를 줄이는 

부적조절관계를 보였다. 반면, 관련 경험과 관련되어 신뢰도를 높이는 

업력은, 짧은 기업의 인증획득이 성과에 부정적이고, 업력이 긴 기업의 

미인증이 성과에 강한 부적 효과를 가졌다. 이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효과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증획득의 비용과 

혜택, 그리고 획득시기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기업의 인증 획득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인증의 효과와 기업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분석으로 

인증 획득에 관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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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2. 1. 인증 

2. 1. 1. 인증의 개념과 선행연구 

 

 인증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품질경영체제(ISO9001), 환경경영체제(ISO14001), 

보건 및 안전경영체제(OHSAS18001) 등 다양한 외부인증이 통용되고 

있다(Ionașcu et al., 2017). 인증은 제 3 자인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관련 증명을 요구하며,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부여되는 

것이다(Ionașcu et al., 2017; Terlaak & King, 2006). 이 인증들은 

비강제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박선희 & 박종훈, 2016), 기업의 

운영성과(Du et al., 2010; Feng et al., 2008) 및 재무성과 (Buttle, 

1997; Corbett et al., 2005; Docking & Dowen, 199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경우, 조직의 산출물만이 아니라 투입물에 

관한 품질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은 전체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Feng et al. (2008)은 ISO9000 

인증 제도의 도입이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고객만족 향상 등의 기업의 

운영성과 향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전체 공정에 대한 

제 3 자의 증명인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이해관계자에게 생산공정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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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산출물에 대한 높은 품질로 물질적 만족을 

보증한다. 외부기관 인증은 제 3 자의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인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보장받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관련해, Terlaak & King (2006)은 운영성과를 

통제한 뒤 ISO9001 인증의 재무성과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고, 인증 획득 

기업이 동일한 미인증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ISO9001 인증 획득 기업이 신호효과를 통해 높은 평판의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인증의 성과효과를 신호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은 개별 행위자의 경제활동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Spence (1973)가 개념화하였다. 

신호작용은 정보 메커니즘이며 인증은 그 정보의 객관성을 높여 경제적 

교환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Ravasi et al., 2018). 수요자와 

공급자는 보유한 정보에 양적 차이가 있으며, 수요자의 정보 부족이 구매 

행동에 리스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수요자가 인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품질판단을 위한 특정 요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를 

활용한다(Connelly et al., 2011; Spence, 1973). 신호이론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가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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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이 큰 시장 상황에서 나타난다. 

 제 3 자의 인증이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 역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인증 획득의 비용과 효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의 비용 대비 보상이 고품질 조직에 적합하고 저품질 조직에는 

부적합하여야 한다. 동시에 인증 획득 프리미엄으로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즉, 인증 획득이 어렵고 비용이 높을수록 인증 획득의 신호효과가 

크기 때문에 쉬운 인증은 차별화가 어렵다. 그렇다면, 획득이 어렵고 높은 

비용이 드는, 충분한 신호효과를 가지는 인증이라면 경쟁 기업들이 

차별화를 위해 획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때, 기업이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이 효과보다 더 

커서 기업 성과에 오히려 부적효과를 줄 수 있다. 

 종합하면, 인증 획득은 기업의 성과로 나타난다. 이때, 인증획득이 

신호효과를 가져서 성과로 나타나려면,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이 있는 

시장이어야 하고, 그 시장에서 해당 인증획득의 효과가 차별성을 가지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증이 충분히 어렵고 비용이 

들어야 하지만, 이미 고품질이거나 관련 경험이 많은 기업의 인증획득이 

쉬워야 하고, 활동이 적거나 역량의 불확실성 높은 다소 덜 알려진 기업의 

인증획득이 높은 효과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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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인증과 평판 

 

본 연구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차별화를 

주어 평판 향상의 효과로 인해 기업성과로 나타난다고 보고 분석한다. 

기업의 품질인증 획득은, 높은 품질 기준을 달성하기위한 공정 과정에서의 

노력으로 운영성과 향상(Feng et al., 2008), 높은 품질 달성으로 사고의 

감소(Bundy et al., 2021), 그리고 제 3 자가 구매자에게 보증하는 

고품질이라는 기업 정보(Ravasi et al., 2018)가 종합적으로 기업의 품질 

평판을 높이기 때문이다. 

 평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Basdeo et al.(2006)은 평판이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고, Benjamin & Podolny(1999)는 과거에 같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온 것을 바탕으로 형성한 행동에 대한 기대라고 보았다. Wigelt & 

Camerer(1988)은 평판이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추론되어 회사에 

귀속되는 일련의 속성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기업의 평판은 ‘조직 역 

내에서 활동하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그 조직의 

산출물의 품질과 역량에 관한 평가’ 라고 볼 수 있다. 

인증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정하고, 해당 조직이 이룬 것을 

바탕으로 평가자가 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Ionașcu et al., 2017). 이때, 

평판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물질적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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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으며, 조직이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인증 여부로 해당 

기업에 대한 품질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Dewally & Ederington, 2006). 

 또한, 평판을 훼손하는 사건의 예로는 제품 리콜, 사고, 의도치 않은 

오류 등이 있다(Bundy et al., 2021). 품질 인증은 해당 기업 제품의 

고품질을 보장하고 사고나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 불만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Lee & Park, 

2007). 따라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판이 높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기업내에서 투입 및 산출까지의 전 

공정에서 품질관리와 인적, 물적 구성에 대한 관리의 결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거시적 인지 관점에서 한 조직의 정보에 대한 외부 평가는 그 

기업의 제도적, 전략적 인지를 구성하게 된다(Ravasi et al., 2018). 

기업이 전략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등 조직 역 내에서 행동하는 

것은 평판이 되며, 이것은 기업의 경로의존성을 가진 무형 자산이 

된다(Bergh et al., 2010; Ravasi et al., 2018; Rindova et al., 2010). 

따라서, 기업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기업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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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이 연구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분석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과 군수품 

개발, 양산, 배치 및 운영,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품질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정부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증 

절차는 방산기업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인증의 

기준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KDS 0050-9000)에 따르며, 

ISO9001 의 인증기준을 보완한 51 개 항목에 군수관련 특수 요구사항 

19 개 항목을 추가한 70 개 항목을 심사하여 인증한다. 군 관련 특수 

요구사항으로는 위변조 방지, 품질보증 요구사항, 사용자 불만 및 품질정보 

요구 처리, 불합격품 관리 등이 있다. 

 인증을 받기위한 자격으로, 군수품 생산 및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관련 협력 기업이 군납 참여를 희망한다면 인증 요청이 가능하다. DQ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대표적으로 경쟁입찰 계약 및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업체 선정에서 혜택이 

있고 국방마크(DQ) 인증을 추가 심사없이 진행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 

후 3 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연 1 회 이상 사후심사를 통해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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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MS 인증 획득과 유지는 쉽지 않으며, 2018 년까지 428 회의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169 개의 업체만이 인증을 획득 및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증획득률이 약 40% 수준인 모습은 국내 ISO9001 인증 

획득 수가 연 평균 700 개 기업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ISO 인증의 

효과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e.g. Kim, 2009)과는 대조된다. 

DQMS 인증의 획득과 유지가 어려운 이유로 어려움으로는 자원의 부족, 

품질경영시스템 담당자의 역량 한계 및 잦은 변경, 품질관리 교육시간 부족 

등이 있다(Kim et al., 2018). 이러한 특징 속에서, 방산업체의 DQMS 

인증 획득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원활한 모습을 보여준다(Kim et al., 

2018).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분업화 

및 체계화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Kim et al. (2017)은 연구에서, DQMS 인증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지적을 중요도-난이도 분석을 통해 구체화했다. 공통적으로 

DQMS 인증에서 ISO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군 관련 특수 요구사항이 높은 

난이도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형상검토 검증 및 개발 및 생산공정의 실증 

부분에서 높은 난이도를 인식했다. 이런 높은 난이도의 특징에도 DQMS 

인증을 획득한다면, 그 기업은 신호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군수업체를 포함한 인증 현황은 총 269 개 업체가 인증 후 2020 년말 

188 개 기업이 DQMS 인증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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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방산기업 성과 

 

앞선 논의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높은 평판을 받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기업의 경영체제와 

품질개선 노력의 결과이고 기업에 축적된 자산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산이 

기업의 높은 평판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업 

평판은 조직의 자산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g. 

Roberts & Dowling, 2002; Sánchez & Sotorrío, 2007). Roberts & 

Dowling (2002)은 기업 평판 향상과 이후 재무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전의 재무성과와 별개로 평판구축이 가진 추가적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투입물과 생산과정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이므로 구축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든다(Rindova et al., 2005). 여기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기존 ISO9000 인증의 요구사항에 군 관련 항목을 포함한 것이므로 

방산분야 제품의 품질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사용자 불만 발생이 

줄었다(Lee & Park, 2007).  

 이때, 품질 평판은 신호로 작용하여 구매자에게 확신을 주게 되고 

성과로 나타난다(Brammer et al., 2015; Peteraf, 1993; Weigelt & 

Camerer, 1988). 시장거래에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회주의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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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생겨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구매자의 확신을 주는 품질 평판은 더 

중요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높은 R&D 집중도의 산업에서는 

정보비대칭성이 커서 인증의 신호효과가 클 것이다(Terlaak & King, 

2006). 특히, 장기계약이 많고 계약의 불확실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경이라면, 제 3 자의 권위에 의한 인증으로 형성된 품질 평판이 중요하다 

(Park & Rogan, 2019).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의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의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Brammer et al., 2015; Fombrun & Shanley, 1990).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특화된 관련 인증의 신호는 경제적 교환 계약의 

대상으로 주목하게 만들고 시장거래가 일어나게 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Ravasi et al., 2018). 기업의 역량이 가시적인 신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초점 기업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의 평판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Bergh et al., 2010). 

이해관계자는 해당 조직 역에서의 인증을 더욱 가시적으로 보고 평가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Ertug et al., 2016). 따라서, 전문방산업체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은 방위산업 내에서의 재무성과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방위산업 매출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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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방산매출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방산 외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평판이 높은 기업은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하거나(Lee et al., 

2011), 조직에 직원으로 지원하거나 (Rindova et al., 2005), 함께 

일하길(Dineen & Allen, 2016) 원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품질인증과 

기업의 전사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ISO9000 인증의 항목을 포함한 품질 인증이라는 점에서 품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조달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 홍보효과 및 규모의 경제 그리고 

시장불확실성 완화 효과 등으로 민간 시장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했다(Lee & Jung, 2018). 

 그런데, 이 효과는 인증이 보증하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판의 효과는 해당 분야에 속한 청중이 아니라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나 다른 청중에게는 평가되는 평판의 

요소가 달라서, 한 분야의 청중에 특화된 성과나 평판은 다른 분야의 

청중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Ertug et al., 2016). 방산 분야의 품질 

평판의 효과는 방산분야에 한정적이고, 민수분야의 품질 평판과 성과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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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기업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은 방산기업 내부의 국방물자 

관련 인적, 물적 구성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 결과이다. 거시적 인지 

관점에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그 기업이 동일한 조직 

역 내 기업 중에서 방위산업에 집중한다는 외부 평가를 받게 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이 기업에 관한 제도적, 전략적 인지를 

구성하는 것이다(Ravasi et al., 2018). 기업이 전략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등 조직 역 내에서 행동하는 것은 기업의 경로의존성을 

가진 무형 자산이 되고, 조직역 내 기업의 평판을 구축한다(Bergh et al., 

2010; Ravasi et al., 2018). 그렇다면, 방위산업에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요인으로써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은 방산매출에 집중하게 하고 

구매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방산 외 매출에는 부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 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방산 외 매출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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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인증과 기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앞서서 외부 인증은 조직의 품질에 대해서 외부 중재자가 측정해주어 

조직의 역량과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획득하는 평판이 신호효과를 통해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구매자가 초점 기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수록 그 효과는 클 것이다.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구매자는 공급자가 가진 인증 같은 요인을 신호로 

공급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다(Connelly et al., 2011). 

 기업의 거래는 신뢰가능성이 높다면 촉진된다(Homburg et al., 2013). 

이해관계자는 초점 기업의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Weigelt & Camerer, 1988). 공공조직은 장기적인 거래를 

추구하며, 특히, 방위산업은 장기계약이 많고 원가가산 계약 등의 조건으로 

신뢰가능성을 더욱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에 관한 정보가 적을 때, 

인증의 성과효과가 단서로 작용하여 신호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조직 역 내에서의 

기업의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Basdeo et al., 2006), 구매자와 기업이 관계를 

맺어온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Bartikowski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방산 점유율과 방산 업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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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인증과 점유율의 상호작용효과 

 먼저, 해당 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정도를 나타내는 시장점유율을 

살펴본다. Basdeo et al.(2006)은 산업 내에서 소비자와 경쟁자가 

관측가능한 행동인 시장활동이 많을수록 기업의 평판이 높다는 관계를 

밝혔다. 가시적인 활동이 많을수록 미래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도인 행동적 몰입은 

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Oh & Kim, 2008). 방산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경쟁상대인 방산업체 중에서 방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도가 많은 

것이고, 전문방산업체로서 가시적인 활동이 많아 구매자인 방위사업청과 

많은 교환 경험이 쌓인다. 따라서, 높은 방산 점유율은 방위산업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방산점유율은 인증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인증을 통한 성과가 기업의 품질과 관련된 평판을 통한 신호효과라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더 적을 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Connelly et al., 

2011; Spence, 1973; Terlaak & King, 2006). 한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시성이 높아, 

예측가능성과 신뢰가능성이 더 크다(Oh & Kim, 2008). 반대로, 

방산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방위산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방산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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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어 가시성이 낮고, 거래 경험이 적은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관련분야의 인증인 DQMS 인증을 

획득한다면, 기업은 방위산업에 대한 역량과 관심을 제 3 자의 보증으로 

보여줄 수 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의 

품질에 관한 인적, 물적, 공정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노력이 요구되고 관련 활동이 증가한다. 

DQMS 인증은 방산물자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증하여, 방산 

점유율이 낮은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성과를 높일 것이다. 

 반대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방위사업청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에 관한 역량을 가지고 관련 계약을 성사하여 방산 

시장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해 이미 투자를 받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거래 경험을 통한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이 높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보증해주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 간의 경험과 활동으로 불확실성을 낮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산 점유율이 높은 기업보다 낮은 기업에서 인증 획득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기업의 방산 점유율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여, 방산 점유율이 낮을수록 인증의 성과효과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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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인증과 업력의 상호작용효과 

 다음으로, 기업이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관계를 맺어온 업력을 

살펴본다. 조직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미래행동에 관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거래 지속 기간이 길면 

기업은 일관성을 통해서 보이는 미래 예측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직 역에 

오래 속한 기업은 관련 능력을 축적하고 경로 의존성에 의해 그 조직 역에 

꾸준히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Lee et al., 2011; Staw, 1981). 예측 

가능성이 높은 행위자는 거래상대로 더 유리한 대상이다(Ravasi et al., 

2018).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업력이 길면 오랜 관계로 맺은 상호작용이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높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분야에서 기업의 업력이 긴데 관련 분야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상충하는 두 요인이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것이다(Festinger, 

1957). 기업의 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품질 평판인데, 

이것이 약하고 신뢰도 특성만 높다면, 그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Brammer et al., 2015). 특히, 인증의 경우 

기업이 오랜 업력으로 관련 분야에 경험과 역량을 구축한다면, 신규진입 

기업보다 획득이 더 용이하고 비용이 적을 것이다(Terlaak & King, 

2006). 그런데, 방산업력이 긴 기업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인증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기업은 장기간의 업력으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준거집단에 비교하여 관련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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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기업과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낮을 평판을 받을 것이다(Bitektine, 

2011). 기업의 신뢰도 측면이 높은데 기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이후 

기업은 낮은 성과를 보였다(Flammer, 2018). 그렇다면, 미인증 기업의 

성과는 업력이 길어질수록 더 낮아질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평판이 높더라도 성과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Bundy et al., 2021). 

 한편, 방산업력이 짧은 기업은 전문방산업체로 지정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전문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개발 및 생산하려는 

무기체계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이뤄진다. 전문방산업체 지정은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는데(이형숙 & 

남성욱, 2020), 방산업체는 많은 투자금과 연구개발비용 및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의 규제와 계약 요구조건 같은 어려움이 있다(정원 et al., 

2011). 그러나, 무기체계 생산 계약을 성사하면 원가가산 계약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문방산업체로 신규 진입한 

짧은 방산 업력의 기업은 해당 무기체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약기간 동안 

꾸준한 매출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때, 업력이 짧아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이 

인증획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높은 비용과 노력의 분산으로 매출이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4. 기업이 방산분야에서 활동해온 방산 업력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여, 방산 업력이 길수록 

인증의 성과효과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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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맥락 

3. 1. 전문방위산업체와 국내 방산시장 환경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환경은 국내 전문방위산업체의 무기체계 시장이다. 

방산업체의 선정은 방위사업법 제 35 조에 따라 분야별 지정된다. 

방산업체의 제품군은 8 개 분류로, 기동, 탄약, 통신전자, 함정, 항공유도, 

화력, 화생방,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2021 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전문방산업체는 총 87 개 기업이다. 방위산업체 유형은 

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협력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전문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기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방산매출 실적을 공개한 24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e.g. 강경목 & 최석철, 2021).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통해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방산업체는 방사청과의 수요공급이 쌍방 독, 과점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계약 업체 선정에 정부의 권한이 강하며, 대기업과의 

무기체계 계약의 경우 70% 이상으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방위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정밀도와 첨단기술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의 

기간과 예산이 많이 요구된다(이형숙 & 남성욱, 2020). 또한, 전시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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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해 가동률이 60%수준으로 높지 않다(장원준 et al., 2014). 

따라서, 방산업체로 신규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원가보상 절차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정부의 국방예산 중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국가 안보정책과 국제정세에 따른 군 

소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수요 변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한편, 2008 년말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모든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제한없이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지정 방산업체 수는 2006 년 85 개 사에서 2016 년 100 개 사로 증가했다. 

공급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구매자는 계약 시 고려해야할 경우가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커 인증의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날 것이다(Terlaak & King, 

2006). 그런데, 기업에게는 방위사업청이 하나의 방산물자에 대해 여러 

기업과 생산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쌍방 독점적인 계약이 

완화된다. 그렇다면, 기성기업은 방위산업에서의 성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신규 방산업체는 신규 무기체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또다른 방산계약의 특징으로,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계약 당시에 

기술개발과 생산에 관해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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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가산방법의 계약 등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방산원가 조작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원 et al., 2011).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은 방산계약을 위해서 기업의 품질과 평판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기준으로 입찰가격 외에 

기업의 당해 물품 납품 능력을 보며, 납품실적과 경험, 기술능력 보유, 

경영상태 등을 평가한다. 또한, 기업의 신인도를 중시하여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신뢰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한다. 

2017 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생산액은 총 14 조원 규모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11 위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세계 10 위인 것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100 대 방산기업에 한화테크윈(물적분할 이전),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KAI 총 4 개 업체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방위산업의 비중은 1.14%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그림 2> 방산물자 및 방산지정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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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전문방산업체 성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999 년 설립하였으며, 1990 년대 말 

IMF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현대, 삼성, 대우의 항공기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공기업이다. KAI 의 경우 대표 기체인 고등훈련기 T-

50 과 무인기, 군용헬기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 중에 있다. 

많은 방산업체는 관련 역량을 가지고 집중하는 하나의 무기체계 분야를 

가지고 있다. KAI 는 국내 항공 관련 역량을 독점적으로 갖췄으며, 경쟁 

방산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DQ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매출과 방산 점유율을 보인다.  

빅텍 빅텍은 2015 년 6 월 전문방산업체로 지정되었다. 방위사업 분야는 

전자전 장비,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군용 

전원공급장치 등을 생산한다. 빅텍은 GPS 관련 역량을 활용하여 

민수사업분야로 서울시 및 대전 공공자전거 무인 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2012 년 DQM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전 2 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던 

방산매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방위력개선비 상승률보다 컸다. DQMS 인증 

획득 이후 방산 매출의 상승을 보이는 것은, 낮은 방산점유율의 빅텍이 

전략적 방향성을 보이고, 인증으로 역량을 증명하여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양전기공업 대양전기공업은 종속기업인 ㈜한국특수전지가 방위산업 

100%로 사업하는 구조이며, DQMS 인증은 2013 년 획득하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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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방산 매출액은 DQMS 인증 직후 크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 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한화 한화는 화약제조업으로 시작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다양한 방산 계열사가 있다. 계열사의 경우, 인적 물적 분할 

외에도, 2015 년 삼성테크윈과 2016 년 두산 DST 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한화의 방산매출은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한화는 종합 

방산업체로써 높은 방산점유율을 보이며, DQMS 는 1999 년 최초로 

인증받았다. 

 

<그림 3> KAI 

 

<그림 4> 빅텍 

 

<그림 5> 대양전기공업 

 

<그림 6>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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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연구의 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탈과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전문방산업체 

명단을 확인하고, 기업별 자료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dart)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 등에서 수집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방산업체 

중 상장된 기업 중 방산매출 실적을 공시한 24 개 기업(e.g. 강경목 & 

최석철, 2021)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의 구성은 2000 년부터 

2020 년까지 21 년 간 방산매출 자료로 결측 값을 포함하고 있는 불균형 

패널 자료이며, 총 323 개의 관측치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는 방산매출과 방산 외 매출 두 변수이다. 방산매출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매출만을 측정한 것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방산매출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방산 외 매출 은 

기업의 총 매출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매출을 제외한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독립변수는 먼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 여부이다. 국방품질 

경영체제는 각 기업의 심사 요청에 의해 심사가 시작되며 인증 후 3 년간 

유지되고, 매년 재검사 및 3 년 후 인증 유지를 위한 재심사가 필요하다. 

DQMS 인증기업이면 1, 미인증 기업이면 0 인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단, 

t 년도에 최초인증 기업은 t+1 년도부터 1 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27 

 

방산업력은 최초 전문 방산업체로 지정된 년도부터 t 년도까지의 기간을 

(t-지정연도+1)로 계산하여 코딩하였다. 전문방산업체는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 생산의 권한을 보유한 것이다. 

또한, 방산 점유율은 기업의 t 년도 방산매출을 당해 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로 나눈 값을 계산하였다. 국내 방위산업 관련 계약과 

무기체계 구매는 방위사업청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구매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를 국내 방위산업 

시장규모로 보고 이에 대한 방산매출을 방산점유율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방위력개선비는 방위산업 매출의 시장을 형성하는 

정부예산규모로 방산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통제하였다. 기업의 자산규모를 총 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하여 

통제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 여부를 자산규모 5 천억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인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련한 규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의 역량과 관련되어, 기업전체 연구개발비를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산대비 당기순이익으로 

ROA 를 통제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통제하였으며, 기업이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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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은 STATA17.0 을 활용하여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에 앞서, Breusch-Pagan LM 검정을 실시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이 더 

적합한지 확인한다(Breusch-Pagan, 1980). 종속변수가 방산매출인 

경우(Chi2=711.94, p<0.001)와 방산 외 매출인 경우(Chi2=607.42, 

p<0.001) 모두 검정을 기각하여, 합동 OLS 분석보다 패널데이터 분석이 

더 적합함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분석과 확률효과 분석 중 

더 적합한 분석방법을 검정하였다. 방산매출의 경우(Prob>Chi2=0.204) 

와 방산 외 매출의 경우(Prob>Chi2=0.608) 모두 기각하지 못하여,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다면, 인증 획득 기업과 미획득 기업간의 비교가 가능하여 

인증획득의 성과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내생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년도 종속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년도 종속변수를 통제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면 기업의 내생성 

문제는 통제될 수 있지만, 인증 획득의 성과효과는 전년도에 비교한 기업 

성과 향상을 측정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결과에서 DQMS 인증의 

효과가 유의한 정적 효과를 가진다면, 성과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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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표 1>은 기술 통계이며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나타낸다. <표 2>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방산매출과 방산 

외 매출은 각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방산매출과 DQMS 

인증여부의 상관관계가 0.634(p<0.001)로 다소 높다. 그러나, 방산 

업력과 방산 점유율은 서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１>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ln 방산매출 25.1545 1.972821 17.991 28.549 

ln 방산외매출 25.16639 5.393958 0 31.51098 

DQMS 인증 여부 0.764706 0.424841 0 1 

ln 방산 업력 3.26608 0.722753 0 3.871201 

방산점유율 3.037368 4.067993 0 18.77 

ln 자산 27.10172 2.03327 24.054 32.884 

ln 연구개발비 22.69513 2.093943 17.496 27.17 

ln 방위력개선비 29.93501 0.315238 29.282 30.445 

부채비율 1.819037 2.956533 
-

24.424 
12.735 

ROA 0.006861 0.102396 -0.829 0.449 

중소기업 여부 0.495356 0.500754 0 1 

연도 더미 2012.489 5.392286 200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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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 변수 간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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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은 가설검정을 위한 확률효과 패널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1에서 5는 방산매출을 종속변수로한 분석이며, 모델 6,7은 방산 외 

매출을 종속변수로 한다. 모델1,6은 전년도 종속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고, 

모델 2~5, 7은 전년도 종속변수를 통제하였다. DQMS 인증 여부는 전년 

방산매출 통제여부와 관계없이 모델 1,2 모두에서 방산매출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모델2에서 도출된 DQMS 인증의 

방산매출 향상 효과는 방산매출 미인증 기업에 비해 33% 높았다.  

 <표3>의 모델3~5는 DQMS인증과 방산업력, 그리고 방산점유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모델3에서는 DQMS인증×방산업력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r=0.272, p<0.01)하였고, 모델4에서는 

DQMS인증×방산점유율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r=-1.43, 

p<0.001)하였다. 모델5에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에서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3, 4는 모두 지지되었다. 

 한편, 방산외 매출의 분석결과는 전년도 방산 외 매출을 통제하지 않은 

모형6에서 DQMS인증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전년도 방산 외 

매출을 통제한 모형7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년도 

종속변수 값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내생성을 통제하지만, 동시에 t-1 

시점의 매출 값이 t년도의 매출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모형 6에서만 DQMS인증의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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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인증의 방산 외 매출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전년 방산매출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분석에서 내생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으로 Hausman-Taylor 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ausman-Taylor 추정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구분하여,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한 2단계 최소제곱법 분석을 

실시한다(Hausman & Taylor, 1981). 이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의 하나로, 변동성이 적은 인증의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다(Ha, 2016). 단, 

하이브리드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항 분석은 유의해야하며, 변수의 

평균중심화를 통한 자기상관 문제의 통제가 필요하다(Schunck, 2013). 

<표4>에서 분석결과 DQMS인증 여부는 방산매출과 유의한 

정적관계(r=0.301, p<0.05)를 가졌으며, 방산 외 매출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r=-0.587, p<0.05)를 가졌다. 따라서,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또한, 방산매출의 상호작용효과가 확률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유의한 것을 

확인하여 가설3과 4가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DQMS인증과 

방산업체의 총매출의 관계도 정적관계(r=0.172, p<0.05)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여, DQMS인증은 기업 전사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33 

 

<표 ３> 패널데이터 확률효과 분석결과 

  (1) (2) (3) (4) (5) (6) (7) 

종속 

변수 
방산매출 방산매출 방산매출 방산매출 방산매출 

방산 외 

매출 

방산 외 

매출 

DQMS 
인증 
여부 

0.882*** 0.287** -0.496 0.584*** -0.180 -0.76 * 0.008 

(0.165) (0.100) (0.3117) (0.1202) (0.3116) (0.307) (0.119) 

DQMS 
X 방산 
업력 

  0.272**  0.264**   

  (0.1028)  (0.0997)   

DQMS
X 방산 
점유율 

   -1.43*** -1.41***   

   (0.3406) (0.3368)   

방산 

업력 

-0.128 -0.111* -0.28*** -0.104* -0.27*** 0.27 -0.072 

(0.097) (0.0495) (0.0794) (0.048) (0.077) (0.268) (0.069) 

방산 

점유율 

0.170*** 0.025* 0.032** 1.468*** 1.458*** -0.042 -0.009 

(0.018) (0.0104) (0.0107) (0.344) (0.3401) (0.032) (0.014) 

자산 
0.0824 0.0424 0.0154 0.0399 0.0138 1.00*** 0.0914 

(0.067) (0.0348) (0.0359) (0.034) (0.0348) (0.120) (0.054) 

연구 

개발비 

0.00514 -0.0144 -0.0102 -0.0170 -0.0129 0.0725 -0.001 

(0.005) (0.0220) (0.0218) (0.0214) (0.021) (0.060) (0.031) 

방위력 

개선비 

-0.0845 0.0869 0.00914 0.410* 0.331 -0.639 0.0564 

(0.247) (0.1821) (0.1825) (0.1927) (0.193) (0.433) (0.271) 

부채 

비율 

-0.008 -0.003 -0.00155 -0.004 -0.002 -0.006 -0.009 

(0.013) (0.010) (0.010) (0.010) (0.01) (0.020) (0.014) 

ROA 
0.194 0.358 0.225 0.567* 0.436 -0.190 1.15** 

(0.333) (0.2593) (0.2612) (0.256) (0.258) (0.600) (0.423) 

중소 
기업 
여부 

-1.73*** -0.013 -0.083 -0.150 -0.217 1.768 0.226 

(0.274) (0.1216) (0.1231) (0.1224) (0.124) (1.345) (0.162) 

전년 

매출 

미포함 0.909*** 0.895*** 0.832*** 0.820*** 미포함 0.99*** 

 (0.0332) (0.0332) (0.0370) (0.0369)  (0.009) 

상수항 
25.8*** -0.98 2.78 -9.01 -5.26 14.15 -3.76 

(7.20) (5.59) (5.71) (5.75) (5.86) (12.16) (8.08) 

N 316 293 293 293 293 312 288 

F 값 594.9*** 6614 *** 6772 *** 7048 *** 7217 *** 151.9*** 22702*** 

R 제곱 0.4305 0.5572 0.5606 0.5708 0.5769 0.4037 0.6166 

※ * p<0.05, ** p<0.01, *** p<0.001, ( )는 표준오차, 연도더미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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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  Hausman-Taylor 추정 분석결과 

 (1) (2) (3) (4) 

종속 변수 방산매출 
방산매출 

상호작용효과 
방산 외 매출 총 매출 

TV exogenous      

DQMS 인증 

여부  

0.301* -0.355 -0.587* 0.172* 

(2.06) (0.373) (-2.54) (1.99) 

DQMS X 방산 

업력 

 0.040***   

 (0.011)   

DQMS X 방산 

점유율 

 -0.986***   

 (0.210)   

방산 업력 

  

0.0255 0.067 0.153 0.0437 

(0.19) (0.134) (0.64) (0.63) 

방위력개선비 

  

0.565*** 0.139 -0.674** -0.288*** 

(3.79) (0.207) (-2.68) (-3.41) 

TV endogenous   

방산점유율 
0.151*** 1.135*** -0.0140 0.0349** 

(8.23) (0.21) (-0.50) (3.11) 

자산 
0.0352 -0.031 0.907*** 0.717*** 

(0.53) (0.06) (9.05) (17.68) 

연구개발비 
0.0134 0.011 0.0799 0.0360 

(0.41) (0.03) (1.56) (1.78) 

부채비율 
-0.00582 -0.011 0.0004 -0.0056 

(-0.51) (0.01) (0.02) (-0.81) 

ROA 
-0.0217 0.261 -0.284 0.357* 

(-0.08) (0.28) (-0.56) (2.03) 

TI exogenous      

중소기업 여부 
-2.106*** -1.915*** 0.752 -0.680** 

(-4.48) (0.513) (0.34) (-3.25) 

상수항 
7.225* 21.038*** 18.40** 15.12*** 

(2.01) (5.787) (2.95) (7.45) 

Wald chi 

square 
255.35*** 302.13*** 174.86*** 1374.7*** 

N 316 316 312 316 

※ TV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time varying); TI 는 시간불변변수(time invariant);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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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의 

6. 1. 토의 

 이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서 전문방산업체를 대상으로, DQMS 

인증과 기업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조절하는 개별기업 

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의 무기체계 생산 계약이라는 

높은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계약의 특성을 지닌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서 

DQMS 인증은 전문방산업체의 방산매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서 DQMS 인증의 효과는 

ISO 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Buttle, 1997; Corbett et al., 2005; 

Ionașcu et al., 2017)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방산 외 매출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인증 획득이 평판의 

향상으로 성과로 나타난다면 평판은 준거집단을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조직 역 내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의 인증은 

청중특화 평판 획득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성과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Ertug et al., 2016). 방산 외 매출에 부적 효과를 주는 것은 

DQMS 인증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어 구매자의 인지를 

형성하고(Ravasi et al., 2018), DQMS 인증의 비용 및 결과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가진 유무형 자산을 형성하여(Bergh et al., 2010) 

민수사업에 관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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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MS 인증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에 관하여, 먼저 

방산점유율은 기업의 방산매출에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방산점유율이 높을수록 방위산업 시장에서 매출과 활동이 많은 것이므로, 

시장내  형성한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이 높아 기업 성과에 정적인 효과가 

있다(Basdeo et al., 2006; Oh & Kim, 2008). 특히, 방위산업은 

정부규제가 많은 산업이므로, 높은 점유율은 기업이 기타 제한사항과 요구 

규정을 극복하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이 

높다면 인증 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효과가 약하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 인증을 통한 신호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작용하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Connelly et al., 2011). 오히려, 점유율이 낮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들이 DQMS 인증을 획득하였을 때, 효과가 더 컸다. 

 방산 점유율의 조절효과는 DQMS 인증의 효과가 유의할 때, 방산 

점유율이 낮은 기업에게 더욱 효과가 크고 방산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적 효과를 보인 <그림 7>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방산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DQMS 인증을 획득하여 방산 매출 성과에 높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DQMS 인증이 품질 인증의 보증과 평판효과를 

충분히 가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DQMS 인증 획득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인증의 요건이 방산 역량이 높은 기업에서는 비용이 덜 들고, 

방산 역량이 낮은 기업에게서 비용이 더 들어야한다(Terlaak &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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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그런데, 분석 결과와 같이 방산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DQMS 인증이 오히려 매출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높은 점유율의 

기업은 DQMS 인증을 획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DQMS 인증이 기존 

ISO 인증획득 요건에 군 특수 요구사항을 추가한 높은 수준의 인증 

요구사항으로 획득비용이 방산점유율이 높은 기업에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는, 높은 방산점유율 기업 중 DQMS 미인증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KAI)는 공기업으로서 기존 방산기업의 항공우주 

산업을 통합하고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DQMS 를 

미인증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매출을 보이는 결과이다. 높은 점유율의 

방산업체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DQMS 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그림 7> DQMS 인증×방산점유율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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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QMS 인증×방산 업력의 상호작용효과 

 

 이어서, 방산 업력은 기업의 방산매출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기업의 

업력이 길수록, 기업은 상호작용 경험이 늘고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므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가능성이 높아진다(Ravasi et al., 2018). 

그러나, 업력이 증가하는 것이 불확실한 환경 및 장기계약 이후에는 새로운 

무기체계 생산 계약을 맺어야 하는 방산환경에서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방산계약에서는 

전문 기술이 특화된 기업을 신규 전문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기존 전문방산업체는 해당 기업이 계약이후 주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무기체계가 생산 완료되어 전시물자로 비축 완료되고,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전문방산업체 지정제도의 진입장벽은 

전문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간의 경쟁에서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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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보다는 방위사업청이 중점을 두는 신규 무기체계에 관한 역량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고, 특히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방산업체 수를 늘리는 

국방개혁 2.0 의 환경에서는 신규업체가 방위사업청이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역량과 강점이 있어 지정되는 것이므로 업력과 성과의 관계가 

부적인 것이다. 

  방산 업력은 기업의 신뢰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경험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만 기업성과로 나타나는데 충분한 요인이 아니다. DQMS 인증 등으로 

품질 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기업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8>은 

앞의 논의와 같이 방산업력이 긴 기업은 DQMS 인증을 받았을 때 매출이 

높았고, 방산업력이 짧은 기업은 DQMS 인증을 받는 것이 낮은 매출을 

보였다. 이 결과는 DQMS 인증의 비용이 높지만, 방산 업력이 높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매출 감소의 포괄적인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DQMS 인증 획득이 높은 비용을 가지더라도 긴 

업력의 방산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는 것에 패널티가 있다면, 정부기관과의 

B2G 거래에서 인증과 같은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조직은 제도적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높은 정당성을 

요구한다(Frumkin & Galaskiewicz, 2004; Suchman, 1995).  

 인증은 기업이 평판과 함께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ao(1994)는 정당성과 평판의 개념을 상호교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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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았다. 특히, 정당성이 ‘널리 공유된 신뢰와 규범의 시스템 

안에서 해당 조직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이라는 인지적 확인’이라는 

점에서 평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Deephouse & 

Carter(2005)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충족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당성의 획득을 강조했으며, 조직들 간의 비교를 통한 평판 평가의 특성을 

강조했다. 기업의 관련분야 인증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역량 

차별화에 따른 평판 평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동시에,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경우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준에 충족된 것이고,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제도적 규범을 수용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조직의 정당성은 조직이 마주하는 사회의 제도적 규칙이나 구조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면 얻게 된다(DiMaggio & Powell, 1983; Meyer & 

Rowan, 1977).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정당성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고, 의식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Du et al., 

2010). 공공조직은 장기적인 거래를 추구하여 정당성 요구가 

엄격하다(Suchman, 1995). 그렇다면, 공공조직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성이 높은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Bitektine, 2011). 

따라서, 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기관의 인증으로 기업의 고품질 생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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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Rindova et al., 2005). 제 3 자인 제도적 

중재자가 보장하는 인증은 이해관계자의 초점 기업에 대한 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는 이 중재자가 더 많은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평가를 내리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ao, 1994). 사회적 검증을 받아서 정당성을 갖는다면 

이해관계자의 인식에서 기업 중요성이 커지고,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환과 상호작용을 더욱 많이 할 것이다(Puncheva, 2008).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인증을 통해 기업이 평판과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B2G 거래에서 기업은 

정부의 계약 수주가 필요하며 이것이 생존과 직결된다. 또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직 정당성을 획득하고 호의를 얻어, 

정부 규제자의 점검이 줄어들고 다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적이게 될 수 있다(Potoski & Prakash, 2005). 따라서, 

기업의 인증 획득은 중요하다. 

 인증획득으로 높은 평판과 정당성은 조직의 안정성과 포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청중의 자원제공 가능성을 높여 지속성을 

이끌어내며(Meyer & Rowan, 1977; Salancik & Pfeffer, 1978), 

신뢰가능성을 높여 거래가 촉진된다(Homburg et al., 2013). 반대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선정 시 소외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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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고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과도 좋지 않다(Brammer et al., 2015). 

종합적으로, 전문방산업체가 국내 방산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DQMS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문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산업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뒤 방산 시장 성과 높일 차별성을 얻기 

위해 DQMS 인증을 획득한다면,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문방산업체의 DQMS 

인증획득이 기업의 방산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민수성과에는 부적인 효과를 미친다는것을 확인했다. 기업의 DQMS 

인증은 방산분야에 대한 기업의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방향성을 

보인 결과이다. 기업은 평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으려 한다(George et al., 2016). DQMS 인증 획득이 기업의 총매출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DQMS 인증과 같은 특정분야 인증은 그 외의 

분야에는 부적효과가 있으므로 인증 획득의 비용과 노력에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보인다. 

둘째, 방산 점유율과 방산 업력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전문방산업체의 DQMS 인증 획득이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방산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인증의 

효과가 오히려 부적으로 나타나며, 방산업력이 낮은 기업의 인증효과가 

부적인 것은 DQMS 인증의 비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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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호이론에 따르면 인증비용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렇다면,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DQMS 인증 획득으로 매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방산업력을 쌓은 기업은 인증 획득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품질인증인 DQMS 인증이 방산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패널데이터 분석으로 실증분석 했다. 

기술품질원이 DQMS 인증을 장려하고 인증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인증과 방산매출 성과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증의 효과에 대한 단기적 분석이 아니라 패널데이터 분석은 기업 

의사결정에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관리적 시사점으로, 방산업력이 긴 기업이 DQMS 인증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매출에 부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2G 거래 및 방위산업에서 방사청의 수요독점적 위치의 특성 상 관련 

인증의 비용이 높더라도 혜택이 크고, 오히려 미인증의 정당성 요구 문제로 

매출성과에 패널티를 보였다. 그렇다면, 전문방산업체가 현재 방위산업 

시장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나 업력에 따라서 DQMS 인증의 비용 

대비 혜택을 판단하여, 인증을 언제, 어떻게 획득할지 고려하여야 하며, 이 

연구 결과는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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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한계 및 후속연구제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표본이 상장되어 

방산매출을 공시하고 있는 24 개 기업만으로 한정된 분석을 했다. 따라서, 

현재 지정된 총 87 개 전문방산업체의 성과나, B2G 맥락의 다른 조달 

기업의 인증과 성과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패널 

데이터는 장기적이지만, 분석기간이 기업마다 다르고 및 결측치가 있는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 panel data with gap)이다. 그러나, 표본은 

연구기간 동안 방위산업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 및 방산지정에서 해제된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경목 & 최석철(2021)의 연구와 같이 

패널데이터 분석으로 충분한 관측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평판의 추세와 변동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E. Kim et al., 2018). 평판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 

추세와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평판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연구들이 있다(Lee & 

Jung, 2018). 그렇다면, DQMS 인증으로 인한 성과효과나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을 때 가지는 지정신호의 효과가 오히려 업력이 길어지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업력이 긴 것이 방산매출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방산업체 지정의 지정효과 감소의 영향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평판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미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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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로 가능한 연구로는 DQ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의 성과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인증의 획득과 상실은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Zhelyazkov & Gulati(2016)는 VC 신디케이트에서 

탈퇴에 따른 평판비용과 평판 훼손에 대해 연구하였다. 신디케이트에서 

VC 가 탈퇴한다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파트너라는 조직 

평판을 훼손하며, 관계가 어긋난 공동투자자들은 각자의 네트워크에서 

상대의 평판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DQMS 인증기업에서 해제되면, 

기업의 방위산업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DQMS 

인증이 방산 외 매출에 부적 효과를 가졌는데, DQMS 인증의 해제는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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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이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 시장이라는 맥락에서 전문방산업체의 국방품

질경영체제(DQMS) 인증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 가진 효과를 분석하였다. 

DQMS인증은 방위산업 시장에서 평판의 획득으로 전문방산업체의 방산매

출과 총 매출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방산 외 매출과는 부적 관계

를 보였다. 이때, 방산점유율과 방산 업력은 각각 DQMS인증과 방산매출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DQMS인증의 효과가 신뢰도와 역량을 나타내는 방산

점유율이 낮은 기업에 보증효과를 가져 더 강하게 나타나며, 경험과 예측가

능성을 나타내는 방산 업력이 높은 기업에는 미인증의 부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DQMS인증의 평판 향상효과와 동시에 정당성 획득 효과가 

나타난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DQMS 인증 획득은 기업의 성과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DQMS 인증획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인증 획득에 종합적

으로 고려할 요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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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ertification acquisi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Particularly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it analyzed 

how the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DQMS) certification of defense 

companies affected the sales of defense companies.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increased the reputation of a company, which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Simultaneous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had interactions 

with the certification, respectively, which showed idiosyncratic results.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QMS certification and 

defense sales, while a negative relationship of defense companies' gross sales other 

than defense sales was also significant. Furtherm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fense market share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QMS 

certification and defense sales, while the number of years in the defense industry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QMS certification and defense 

sales. Defense companies could increase defense sales by obtaining DQMS 

certification, but the effects can vary depending on the capabilities and reputation 

of the company. Implications for corporate reputation management related to 

certification are provided. 

 

   Keywords: Certification, Reputation, Signal Theory, DQMS, 

                    Defense Industry 

Student Number: 2020-24136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논의             
	2. 1. 인증                            
	2. 2. 인증과 기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제 3 장. 연구 맥락                
	3. 1. 방위산업체                 
	3. 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전문방산업체 성과 

	제 4 장. 연구방법                 
	제 5 장. 결과                        
	제 6 장. 토의                        
	6. 1. 토의                            
	6. 2. 한계 및 후속연구제언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startpage>7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5
 2. 1. 인증                             5
 2. 2. 인증과 기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16
제 3 장. 연구 맥락                 21
 3. 1. 방위산업체                  21
 3. 2.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과 전문방산업체 성과  24
제 4 장. 연구방법                  26
제 5 장. 결과                         29
제 6 장. 토의                         35
 6. 1. 토의                             35
 6. 2. 한계 및 후속연구제언   44
제 7 장. 결론                         46
참고문헌                               4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