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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2007년 4월에서 7월까지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진행한 유한킴벌리 성공메커니즘분석 프로젝트를 통

하여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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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본 연구는 유한킴벌리의 혁신진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메커니즘 유형분류라는 새로운 
분석 툴을 적용하여 메커니즘 유형과 혁신유형과의 관계 및 메커니즘 유형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해봄으로써 유한킴벌리가 
지난 30여 년간 실행해온 혁신의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혁신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유한킴벌리가 어떠한 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왔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시계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2. 연구모델 
3. 조사방법                          4. 결과 
5. 결론                              <참고자료> 
[부록] 혁신유형 분류기준             <Abstract> 

◈ 목   차 ◈ 

 

1. 서론 

 

메커니즘은 전략경영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역으로서 
최근 전략분야의 연구자들은 메커니즘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Eisenhardt & Martin, 2000; Makadok, 2001; Zahra & Nielsen, 
2002; Zollo & Winter, 2002). 그러나, 메커니즘의 렌즈로 기업의 역량을 분석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의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나마 명확한 개념의 제시조차 없이 많은 연구에서 
모호하게 사용되어오고 있다.  
메커니즘을 기업역량의 원천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들에 앞서 Cho & 
Lee (1998)는 메커니즘을 기업 내에서 주체가 환경을 선택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의 논리 (logic)이자, 주체, 환경, 자원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경영의 원리 (principles)로 규정지으며, 기존의 전략경영 학계에서 주장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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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기반 관점 (SBV), 환경 기반 관점 (EBV), 자원 기반 관점 (RBV)을 통합하는 
동태적 관점에서의 메커니즘 기반관점(Mechanism-based view: MBV)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주체, 환경, 자원 등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기업 내에 구축되어 온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동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 메커니즘 기반관점의 핵심이다 (Cho, 2004). 이렇듯 동일한 
주체, 자원, 환경을 가진 기업들이라도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의 콘텐트적 접근방식에서 
출발한 메커니즘 기반관점은 주체, 환경, 자원의 요소간 결합을 기본 전제로 각 
요소가 어떠한 순서와 조합으로 결합되고, 이러한 결합원리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프로세스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발전되었다 (Cho, 2005).  
그러나 지금까지의 메커니즘관점 연구는 개념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정성적 사례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사례연구를 통한 기업 메커니즘의 직관적 
이해를 통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긴 하나, 정성적 분석 혹은 사례자료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이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혁신사례에 대한 혁신유형과 혁신 프로세스, 그리고 메커니즘의 
유형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방법을 시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메커니즘관점의 프로세스적 접근방식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제시하고, 
2장에서는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기초모형으로 혁신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 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메커니즘 유형분석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조사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메커니즘 유형 결과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 및 기업의 향후 혁신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2. 연구 모델 

 

1) 혁신 프로세스 모델 

 

혁신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혁신을 단일 사건이나 단일 단계가 아닌 

다단계의 프로세스로 규정하면서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Damanpour & 

Schneider, 2006; Kwon & Zmud, 1987; Myer & Goes, 1988; Roger, 1995).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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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정이며, 혁신의 실행은 혁신을 

도입하는 의사결정과 새로운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사용을 연결시키는 

중간단계로서 혁신을 발전,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Holahan et al., 2004; Klein & Sorra, 

1996). 기업은 혁신의 성공적인 도입 및 실행을 통하여 정보공유, 학습효과, 신뢰, 

혁신역량, 생산성, 및 재무성과 등 혁신 효과성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혁신 문헌에서 널리 인지되어 연구에 인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혁신 개념인 혁신도입-혁신실행-혁신 효과성을 통합하여 본 연구의 메커니즘유형 

분석을 위한 기본 혁신 프로세스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 프로세스의 도입 

및 실행단계의 주체, 환경, 자원의 세 가지 변수는 메커니즘 유형 분류의 구성요소 

인 S, E, R로 분석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메커니즘의 각 유형이 혁신효과의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혁신 프로세스 

 

 

2) 메커니즘 유형분석 모델 

 

메커니즘관점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주체, 환경, 자원의 요소간 결합이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자원의 흡수 및 결합 과정에서 제한적인 능력을 
갖기 때문에 요소간 결합 과정은 일련의 순서를 갖게 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12가지의 메커니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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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커니즘의 12가지 유형분석 모델 

유형 관점 조합형태 

1 주체-환경-자원 (S-E-R) 

2 주체-자원-환경 (S-R-E) 

3 환경-주체-자원 (E-S-R) 

4 환경-자원-주체 (E-R-S) 

5 자원-주체-환경 (R-S-E) 

6 

장기적 관점 (Long-term) 

자원-환경-주체 (R-E-S) 

7 주체-환경-자원 (S-E-R) 

8 주체-자원-환경 (S-R-E) 

9 환경-주체-자원 (E-S-R) 

10 환경-자원-주체 (E-R-S) 

11 자원-주체-환경 (R-S-E) 

12 

단기적 관점 (Short-term) 

자원-환경-주체 (R-E-S) 

 

유형 1. 장기적 관점: 주체-환경-자원 (Long-term; S-E-R):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진이 전사차원의 전략을 통해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하여 경영에 활용한다. 
 
유형 2. 장기적 관점: 주체-자원-환경 (Long-term; S-R-E):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진이 전사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Top-Down식의 관리방식을 통해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창조한다. 
 
유형 3. 장기적 관점: 환경-주체-자원 (Long-term; E-S-R):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사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한다. 
 
유형 4. 장기적 관점: 환경-자원-주체 (Long-term; E-R-S):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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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진이 전사차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유형 5. 장기적 관점: 자원-주체-환경 (Long-term; R-S-E):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최고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자사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창조한다. 
 
유형 6. 장기적 관점: 자원-환경-주체 (Long-term; R-E-S):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이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최고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차원으로 
활용하여 적응한다. 
 
유형 7. 단기적 관점: 주체-환경-자원 (Short-term; S-E-R):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진이 특정 사업부 전략을 통해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하여 경영에 활용한다. 
 
유형 8. 단기적 관점: 주체-자원-환경 (Short-term; S-R-E):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진이 특정 사업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Top-Down식의 관리방식을 통해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창조한다. 
 
유형 9. 단기적 관점: 환경-주체-자원 (Short-term; E-S-R):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한다. 
 
유형 10. 단기적 관점: 환경-자원-주체 (Short-term; E-R-S):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진이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 
적용한다. 
 
유형 11. 단기적 관점: 자원-주체-환경 (Short-term; R-S-E):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최고경영진이 단기적 관점에서 사업부 수준 전략에 적용하여, 자사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창조한다. 
 
유형 12. 단기적 관점: 자원-환경-주체 (Short-term; R-E-S):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이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최고경영진이 단기적 관점에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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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 유형분석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심도 깊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단일기업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메커니즘 유형분석 모델 검증을 위하여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락의 
합작으로 1970년 설립되어 2006년 말 기준 유아용품 71.8%, 여성용품 55.7%로 
시장점유율 1위로 위생용품 산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로부터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2년 동안의 주요혁신사례 자료를 인터뷰, 
설문지, 기업내부자료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인터넷과 서적을 통한 2차 
보완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의 첫 번째 단계로 8개 분야 사업전략개발 팀, 사회협력 팀, 인력개발 팀, 
마케팅 팀, 생산 팀, R&D팀, 영업 팀 및 물류 팀 담당자 5명씩 총 40명의 각 팀 
담당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6명의 부사장과 2명의 
전무, 3명의 상무, 10명의 이사와 14명의 부장 및 5명의 차장으로 구성되었다. 
근속연수는 5년에서 34년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18.7년이었으며, 연령은 36세에서 
60세까지 평균 45.4세였다. 40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남성은 36명, 여성은 4명으로 
2007년 5월 한 달여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에 이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진행형식은 인터뷰가 시작하기 이전에 기초적 질문사항을 전달하고 
인터뷰 시 기초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인터뷰 대상자가 해당 혁신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평균 4.7개의 혁신사례를 이야기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난 직후 인터뷰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혁신사례에 대한 
설문에 응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1975년에서 2006년까지 32년 동안 시행된 총 
186개 혁신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중복되거나 업그레이드된 동일한 혁신 
프로젝트를 제외시켜 총 94개의 혁신 사례 데이터로 압축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에 응했던 대상자들의 검토 작업을 거쳐서 수정, 보완되었다. 

 

2) 측정방법 
 
혁신유형측정: 본 연구에서는 혁신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유한킴벌리에서 실행된 혁신 유형에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였다(Appendix 
1. 참조). 혁신의 유형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정성적 자료와 회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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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2차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자의 Expert rating의 방식을 통하여 1차적으로 
수치화하였으며, 수치화된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혁신 실무자들에게 전달되어 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서 최종 완성되었다.  
 
메커니즘 유형 측정: 메커니즘 유형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혁신프로세스 모델에 기초하여 혁신의 도입단계에서 가장 앞선 요소를 제 
1요인으로, 혁신실행단계에서 제일 앞선 요소를 2요인, 마지막으로 혁신실행 
단계에서 2요인에 뒤따르는 그 다음 요인을 제 3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1요인으로 규정된 요인의 경우 이미 요소 간 결합의 첫 번째 순서를 
차지하였으므로 실행단계에서는 카운트하지 않았다. 메커니즘 유형의 보다 치밀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메커니즘 유형 분석모델을 가정하여 
측정하였다. 모델 1에서는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취합된 정성적 자료와 회사 내부 
자료 및 객관적인 2차 자료를 취합하여 정량적 자료로 수치화하는 Expert Rating을 
실시하였고, 모델 2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정량적 자료를 기초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모델 1과 2에서 제시하는 메커니즘 유형 분류 결과비교와 
혁신유형간 상관관계측정을 통하여 적합도가 높은 모델 1을 채택하였다.  
 
메커니즘 유형별 성과측정: 채택된 모델 1에 근거하여 94개의 혁신사례를 각 
유형별로 분류한 후, 메커니즘 유형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 유형별로 다섯 가지 항목의 혁신효과지표 (정보공유, 학습효과, 신뢰, 
혁신역량, 생산성, 재무성과)의 평균 수치를 산출하였다.  
 
혁신유형과 메커니즘 유형간 관계측정: 모델 1에서 제시하는 메커니즘 유형과 혁신 
활동의 연도별, 기능별, 유형별 분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4. 결과 

 

1) 혁신유형 분류2 

 

혁신활동의 연도별 분류: 94개 혁신의 연도별 진행상황을 보면, 1975년에서 

2006년까지 32년 동안 실행된 주요 혁신의 90% 이상이 1990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문국현 사장이 취임 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7.9%) 3-4년에 

                                            
2 본 연구의 혁신유형 결과보고는 유항킴벌리 성공메커니즘 분석 프로젝트에서 얻은 자료로 2007년 10월 출판된 

성선영, 최진남 저 ‘문국현은 어떻게 유한킴벌리를 재창조하였는가’ 3부에 제시된 유한킴벌리의 혁신활동 분석내용

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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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패턴은 현재 임원 직급에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90년대 중반에 현업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실제로 혁신을 

실행했던 현장기억을 바탕으로 그 당시 실행했던 주요 혁신들이 성공함으로써 오늘 

날의 유한킴벌리를 만들었다는 자긍심과 그 과정에 동참했었다는 성공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유한킴벌리의 혁신활동이 

최근 들어 적어도 빈도상으로는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혁신활동의 기능별 분류: 사업전략개발팀, 사회협력 팀, 인력개발 팀, 마케팅 팀, 
생산 팀, R&D팀, 영업 팀 및 물류 팀 이상 8개 팀 중 혁신활동은 사업전략개발팀 
(22.3%), 인력개발 팀 (14.9%), 생산 팀(14.9) 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주요혁신의 
22.3%가 비즈니스 분석 팀에서 발생한 것을 보아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층의 
혁신드라이브가 조직 전체를 전 방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혁신활동의 유형별 분류 3 : 업무중심의 혁신(Hard Innovation)은 SAPR3와 같은 
시스템 및 직무성과급제와 같은 업무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변화시킨 혁신이며, 
가치중심의 혁신(Soft Innovation)은 QMP(Quality Management Process)와 같이 
경영철학 등을 변화시키고 재정립한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94개의 혁신을 
업무중심과 가치중심의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81%(혹은 76개의 혁신)가 업무중심, 
나머지 19%(혹은 18개의 혁신)가 가치중심의 혁신으로 업무중심의 혁신이 주종을 
이루었다. 유한킴벌리는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문화 혁신을 
뒷받침해주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과 제도를 잘 갖추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관리적 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은 
내부통제시스템과 같은 관리적 차원의 혁신이며, 기술적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은 JIT(Just In Time)와 같은 업무기술 상의 혁신으로 83%(혹은 78개의 
혁신)는 관리적 혁신, 나머지 17%(혹은 16개의 혁신)가 기술적 혁신으로 관리적 
혁신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유한킴벌리가 1980년대 고도의 외적 성장을 이룬 
반면 기업 내부적으로는 부문간 이기주의, 일방적 경영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문국현 사장이 기업 문화를 먼저 바로잡고자 기업내부의 경영 및 관리 절차에 대한 
혁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유한킴벌리에서 실행된 94개의 구체적인 혁신 사례는 2007년 10월 출판된 성선영, 최진남 저 ‘문국현은 어떻게 

유한킴벌리를 재창조하였는가’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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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혁신(Process Innovation)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같이 
경영프로세스를 변화시킨 혁신이며,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은 CPT(Customer 
Panel Test)와 같은 제품개발관련 혁신활동으로 혁신유형 분석결과 90%(혹은 85개의 
혁신)는 프로세스혁신, 나머지 10% (혹은 9개의 혁신)가 제품혁신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한킴벌리가 제품혁신 자체보다는 제품혁신 활동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혁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직역량의 강화에 집중해왔음을 
보여준다.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은 유통채널 구조조정이나 
고객마케팅 팀과 같이 혁신의 프로세스를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진행한 혁신을 의미하며,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은 7 Habit 
workshop이나 PL(Participative Leadership)과 같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큰 
변화를 성취한 혁신으로 분석결과 27%(혹은 25개의 혁신)가 점진적 혁신, 나머지 
73%(혹은 69개의 혁신)는 급진적 급진적 혁신으로 유한킴벌리가 전 방위적 
경영환경 변화에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나 실무 선에서 시행하는 세부적인 혁신 
프로젝트에는 급진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경영혁신의 강한 실행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반응적 혁신(Reactive Innovation)은 1990년대 초 P&G에 의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품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당면한 환경에 대응하여 도입한 혁신을 
말하며, 미래 지향적 혁신(Proactive Innovation)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혁신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분석 결과 33%(혹은 31개의 혁신)는 반응적 혁신, 나머지 
67%(혹은 63개의 혁신)는 미래 지향적 혁신이었다. 유한킴벌리는 환경에 대응하고 
문제를 사후 수습하는 혁신활동 보다는 최고경영진의 미래지향적, 예방경영 지향에 
의한 적극적인 차원의 혁신을 더 많이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상향식 혁신(Bottom-
up Innovation)은 ICBP(Integrated Customer Business Process)와 같이 실무진들이 
혁신을 건의하여 실행한 혁신을 의미하며, 하향식 혁신(Top-down Innovation)은 
4조 시스템처럼 경영진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진한 혁신으로 94개의 혁신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20%(혹은 19개의 혁신)는 상향식 혁신, 나머지 80%(혹은 
75개의 혁신)는 하향식 혁신으로 경영층이 주도하는 혁신이 주종을 이루어 문국현 
사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층의 비전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지적 혁신(Local Innovation)은 판공, 기밀비 폐지 등과 같이 주요 혁신 
프로젝트가 구동된 후, 이를 지원하고 실행하는 파생적 혁신활동을 말하며, 전 방위 
혁신(Major Innovation)은 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분류 
결과 43% (혹은 40개의 혁신)는 국지적 혁신, 나머지 57%(혹은 54개의 혁신)는 전 
방위 혁신으로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을 보였다. 유한킴벌리에서는 이들 두 형태의 
혁신이 맞물려서 회사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지는 전 방위 혁신과 이를 실현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부문별 세부 혁신 프로젝트들이 병행하여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혁신에 대한 조직원의 저항은 분석결과 예상대로 많은 경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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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직원들은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게(39%) 
혁신에 대한 저항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유한킴벌리와 같이 혁신이 
체질화된 조직에서도 혁신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같이 직원들 개개인의 변화를 추구한 개인 수준의 혁신, 
SET(Sales Excellence Team)이나 MET(Marketing Excellence Team)와 같이 팀이나 
부서 차원의 변화를 추구한 팀/부서 수준의 혁신, 부문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구한 팀간/부서간 수준의 혁신, 새로운 CEO의 취임이나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준 회사 수준의 혁신, 그리고 대리점들과의 상생협력활동이나 
협력업체 선정기준과 같이 외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회사외부 
수준의 혁신이라는 5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혁신활동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팀/부서 
수준(43%)과 회사수준 (20%)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합하면 63%의 혁신이 
이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혁신활동이 팀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과 회사 전체의 개혁을 추진한 혁신들이었음을 보여주었다.   
 

2) 메커니즘 유형분류 
 
메커니즘 유형분류 방법으로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자료와 2차 자료를 기초로 
Expert rating을 실시한 모델 1과 설문조사에 근거한 모델 2의 결과 비교는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모델 1의 결과 유한킴벌리의 메커니즘은 유형 2 (Long-
term S-R-E)와 유형 10 (Short-term E-R-S)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유형 8 (short-term 
S-R-E) 역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모델 2의 경우, 유형 7 (Short-term S-E-R)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유형 1 (Long-term S-E-R)유형 8 (Short-term S-R-E) 역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유형 8 (Short-term S-R-E)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모델 
비교 결과 모델 1과 2에서 나타내는 유한킴벌리의 혁신 메커니즘은 유형 8 (Short-
term S-R-E)에서만 일치점을 보였다. 모델 1의 결과가 장기적, 단기적 S-R-E 및 E-R-
S의 유형에 집중된 반면 모델 2의 결과는 장기적, 단기적 S-E-R에 강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모델 1과 2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 
유형과 메커니즘 유형과의 종합적 상관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유한킴벌리의 혁신 
패턴 및 발전과정을 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는 모델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델 1은 
혁신유형과 메커니즘 유형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표 
5 참조), 모델 2에서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델 1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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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커니즘 유형 모델 비교 

모델 1 모델 2 관점 유형 패턴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1 S-E-R 9 9.6 17 18.1 

2 S-R-E 14 14.9 10 10.6 

3 E-S-R 7 7.4 3 3.2 

4 E-R-S 1 1.1 2 2.1 

5 R-S-E 5 6.3 3 3.2 

Long-term 

6 R-E-S 3 3.2 1 1.1 

7 S-E-R 10 10.6 33 35.1 

8 S-R-E 13 13.8 14 14.9 

9 E-S-R 6 6.4 5 5.3 

10 E-R-S 14 14.9 2 2.1 

11 R-S-E 4 4.3 3 3.2 

Short-term 

12 R-E-S 8 8.5 1 1.1 

 

 

3) 메커니즘 유형과 혁신성과 간 관계4

 

메커니즘 유형과 혁신 성과 간 관계를 보기 위하여 각 요소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안으로 각 유형별 

성과지표의 평균 수치를 산출하여 혁신의 패턴을 보았다. 혁신 효과 항목별 

메커니즘 유형은 <표 3>과 같다  

 

 

 

 

 

                                            
4 표 3과 표 4의 내용과 수치는 같은 것이지만, 표 3은 각 혁신 효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메커니즘 유형을 

본 것으로 혁신효과가 주요 변인이고, 표 4는 각 메커니즘 유형이 혁신 효과 중 어떤 요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었는가를 본 것으로 메커니즘 유형이 주요변인으로 표 3과 표 4의 해석 방법이 상이하여 같은 표를 둘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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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혁신효과와 메커니즘 유형과의 관계 

관점 유형 패턴 정보공유 학습효과 신뢰 혁신역량 생산성 재무성과 

1 S-E-R 7.84 8.11 7.81 8.23 7.78 7.54 

2 S-R-E 7.71 8.00 7.72 8.02 8.13 7.67 

3 E-S-R 8.25 7.89 8.18 7.64 7.57 7.36 

4 E-R-S 7.75 7.75 7.25 7.75 8.00 6.75 

5 R-S-E 8.00 8.15 7.70 8.20 7.82 7.35 

Long-

term 

6 R-E-S 8.00 7.83 7.17 7.83 7.33 7.17 

7 S-E-R 7.78 7.74 7.45 7.69 7.72 7.24 

8 S-R-E 8.03 8.19 8.49 8.08 7.72 7.33 

9 E-S-R 7.67 7.96 7.63 7.92 8.29 7.92 

10 E-R-S 7.68 7.69 7.62 7.61 7.62 7.69 

11 R-S-E 7.81 8.63 7.63 8.69 7.94 7.38 

Short-

term 

12 R-E-S 8.30 8.27 8.17 8.22 7.74 6.87 

 
 
정보공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형은 유형 12 (Short-term R-E-S)였으며, 유형 9 
(Short-term E-S-R)의 영향력은 가장 낮았다.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유형 11 (Short-
term R-S-E)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반해 유형 10 (Short-term E-R-S)의 
영향력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뢰의 경우 유형 8 (Short-term S-R-E)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유형 6 (Long-term R-E-S)의 영향력은 가장 낮았으며, 
혁신역량의 경우 학습효과와 마찬가지로 유형 11 (Short-term R-S-E)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유형 10 (Short-term E-R-S)의 영향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 
9 (short-term E-S-R)는 생산성과 재무성과 모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산성의 경우 유형 3 (Long-term ES-R)의 영향력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재무성과에 있어서는 유형 4 (Long-term E-R-S)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의 결과해석과는 다른 각도로 메커니즘 유형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혁신효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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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메커니즘유형과 혁신효과와의 관계 

관점 유형 패턴 정보공유 학습효과 신뢰 혁신역량 생산성 재무성과 

1 S-E-R 7.84 8.11 7.81 8.23 7.78 7.54 

2 S-R-E 7.71 8.00 7.72 8.02 8.13 7.67 

3 E-S-R 8.25 7.89 8.18 7.64 7.57 7.36 

4 E-R-S 7.75 7.75 7.25 7.75 8.00 6.75 

5 R-S-E 8.00 8.15 7.70 8.20 7.82 7.35 

Long-

term 

6 R-E-S 8.00 7.83 7.17 7.83 7.33 7.17 

7 S-E-R 7.78 7.74 7.45 7.69 7.72 7.24 

8 S-R-E 8.03 8.19 8.49 8.08 7.72 7.33 

9 E-S-R 7.67 7.96 7.63 7.92 8.29 7.92 

10 E-R-S 7.68 7.69 7.62 7.61 7.62 7.69 

11 R-S-E 7.81 8.63 7.63 8.69 7.94 7.38 

Short-

term 

12 R-E-S 8.30 8.27 8.17 8.22 7.74 6.87 

 
 
유형 1 (Long-term S-E-R)의 경우 혁신 성과 중 혁신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유형 2 (Long-term S-R-E)는 생산성, 유형 3 (Long term E-S-R)은 정보공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유형 4 (Long-term E-R-S)의 경우 유형 2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유형 5 (Long-term R-S-E)의 경우 유형 1 (Long-
term S-E-R)과 마찬가지로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6 (Long-term R-E-S)과 7 (Short-term S-E-R)은 모두 정보공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형 8 (Short-term S-R-E)은 신뢰에, 유형 9 (Short-term E-S-R)와 10 (Short-
term E-R-S)은 모두 학습효과를 가장 크게 진작시켰다. 그러나 유형 10 (Short-term 
E-R-S)의 경우는 학습효과 외에 재무성과 향상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유형 11 (Short-term R-S-E)은 혁신 성과 중 혁신역량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형 12 (Short-term R-E-S)의 경우 정보공유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0을 제외하고 모든 메커니즘 유형은 재무성과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4) 메커니즘 유형과 혁신유형간 상관관계 

 

<표 5>는 Long-term S-E-R이 Short-term R-S-E의 형태로 12가지로 분류되는 메커니

즘 유형과 혁신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메커니즘 유형과 업무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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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의 긍정적 관계 (r= .41, p < .01)는 유한킴벌리가 가치중심의 혁신을 장기적 관

점에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업무중심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신 
활동에서 조차 단기적 성과개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실행했

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점진적 혁신과 부적 관계(r= -.41, p < .01)를 
보였는데, 업무중심의 혁신활동에 있어서는 급진적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이 과정에

서도 역시 최고 경영자의 장기적인 비전이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메커니즘유

형은 또한 반응적 혁신과 정적 관계 (r= .24, p < .01)를 보여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에도 최고 경영자가 장기적 관점의 혁신을 실행하였으며, 또한 상향식 혁

신과도 정적 관계 (r= .26, p < .01)를 보여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한 혁

신을 최고경영자가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수립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혁신실행 연도와 혁신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반응적 혁신이 감소하는 (r = -.22, p < .05) 경향을 보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혁신보다 환경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저항 역시 혁신 실행연도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여 (r = -.27, p < .01) 유한킴벌리의 
직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신에 점차로 익숙해지고 혁신에 대한 저항을 적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의 혁신유형과 연도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다양한 유형의 혁신을 고르게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표 5> 혁신유형과 메커니즘 유형간 종합적 상관관계 

 

 

업무중심 혁신과 점진적 혁신과의 강한 부적 관계(r = -.32, p < .01)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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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업무관련 활동들이 대체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업무중심 혁신과 관리적 혁신과의 부적 관계(r = -.22, p < .05)는 
업무중심 혁신의 경우 기술혁신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관리적 혁신은 프로세스 혁

신과 상당히 강한 정적 관계 (r = .53, p < .01)를 보여 대부분의 관리적 혁신이 프로

세스를 혁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 혁신

의 경우 부문별 세부 혁신 프로젝트의 형태로 국지적으로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

다(r = .28, p < .01). 상관관계 분석은 또한 유한킴벌리의 업무중심적 혁신들이 대체적

으로 회사 전체나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개인이나 팀 수준과 같이 현업 수준에서 발

생하였음을 보여준다(r = -.27, p < .01). 점진적 혁신들의 경우 회사 전체나 회사외부 
수준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r = .36, p < .01) 유한킴벌리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

면서 혁신을 실행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유한킴벌리의 인터뷰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의거한 한가지 재미있는 패턴은, 
점진적 혁신과 저항간의 부적 상관(r = .30, p < .01)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이 급진

적 혁신에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저항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급진적 혁

신이 대개의 경우 개인이나 팀, 부서 수준에서의 업무관련 혁신인 경우가 많았는데 
평생학습 등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로 현업에서의 업무혁신, 전산화 등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반면 회사 전체 수준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외부 업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한킴벌리가 지난 30 여 년간 실행해온 혁신활동의 패턴과 혁신의 진행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유한킴벌리가 구축한 혁신프로세스과정과 혁신메커니즘

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혁신유형 분류와 더불어 메커니즘 유형분류라는 새로운 
분석 툴을 적용하여 혁신유형과 메커니즘 유형과의 관계 및 혁신성과에 대한 메커

니즘 유형의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세스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사례 연구 및 메커니즘 연구가 개념적 연구 혹은 정성적 분석에만 의존해온 
것을 감안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정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

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 이해와 통찰을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메커니즘관점의 프로세스적 접근방식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메커니즘 유형 분석결과를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Expert rating과 설문

에 응한 회사 임원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것인데, Expert rating을 한 모델 
1의 경우는 유한킴벌리의 경영혁신은 최고경영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사적 차원

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Top-Down식의 관리방식을 통해 핵심역량을 배양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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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인 경영환경을 창조하는 경우(유형 2; Long-term S-R-E)와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이용하기 위하여 혹은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가 단기

적인 관점에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하는 형태의 메커니즘 (유형 9; Short-term E-R-S)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결

과치를 보고한 반면 회사 임원들의 설문에 기초한 모델 2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든 단기적인 관점이든 최고경영진이 전사차원의 전략을 통해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내부적으로 배양하여 경영에 활용한다 (유형1 ; 
Long-term S-E-R; 유형 7; Short-term S-E-R)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한

킴벌리의 임원들은 최고경영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혁신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다고 인지하는 강한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볼 때 사례연구 및 메커

니즘 연구에서의 정량적 분석 방안이 향후 지향되어야 할 것임이 여지없이 드러난

다고 할 수 있겠다.  
혁신성과와 메커니즘 유형과의 관계결과를 고려해보면 다섯 항목 (정보공유, 학습효

과, 신뢰, 혁신역량, 생산성, 재무성과) 모두 장기적 관점의 메커니즘 보다는 단기적 
관점의 메커니즘이 혁신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메커니즘 유형과 혁

신성과를 고려하여 볼 때 최고경영자는 학습 성과 지표 모두에 골고루 영향을 미쳤

고, 환경의 요구에 의하여 도입되고 실행된 혁신의 경우 외부의 환경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학습효과를 주로 향상시켰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정보공유와 혁신역량 향상에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혁신유형간 그리고 메커니즘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한킴벌리의 혁신은 경영철

학과 기업문화 혁신과 같이 원칙을 바로잡고 이를 조직원에게 체화시키는 하향식 
혁신활동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혁신과 성장에 익숙해진 조직

원들을 근간으로 현장과 실무자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혁

신을 창출하거나 도입하고, 해당 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해 
나아가는 상향식 혁신활동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유한

킴벌리는 미래 지향적 혁신을 주로 시행해왔는데, 예방경영의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

써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응적 혁신의 역량을 키우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응적 혁신은 경영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전과 미래전략에 근거한 미래 지향적 혁신과 
적절히 혼용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유형과 메커니즘 유형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중심

의 혁신일수록, 급진적 혁신일수록,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적 혁신일수록 그리

고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참여로 도입되고 실행된 상향적 혁신일수록 최고경

영자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 가는 유형을 보여 어찌 보면 일반적 
정성적 사례연구와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유한킴벌리가 1990년대 중

반에 처했던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당시 새로운 경쟁자 및 유

통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중단의 위기를 맞았던 외부상황과 리더십이 돋보였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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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 신임 사장의 출현은 본 연구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당시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회사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전방위적 가치 혁신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

편으로 업무중심적, 급진적, 반응적 혁신을 주도하였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였다. 위기에 처한 회사를 재창조시키기 위하여 문국현 사장은 이 모든 활동들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기업의 혁신 사례를 기초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한킴벌리의 혁신사

례는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반면 메커니즘 유형의 일반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메커니즘 유형분석은 다양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정량적 분석 수준이 상당히 기초적이라는 것

이다. 본 연구가 메커니즘유형 연구의 초석임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발

전된 형태의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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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혁신유형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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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mechanism-based view 

- A pattern analysis of Yuhan-Kimberly’ innovation efforts for sustainable growth- 

  

Mechanism is an emerging area of research for strategy scholars. Recently, researchers 
have begun to use the mechanism construct in their analysis of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e importance of mechanism has been noted across various fields of 
strategic management (Eisenhardt & Martin, 2000; Makadok, 2001; Zahra & Nielsen, 
2002; Zollo & Winter, 2002). Despite the frequent use of the mechanism construct, its 
empirical investigation remains largely ambiguous and inconsistent.  
 
Cho and Lee (1998) proposed ser-M paradigm that focuses on the interactions among 
subject (s), environment (e), and resources (r), and then integrates these three 
components into a dynamic mechanism. They suggested that a firm creates value when 
the mechanism functions properly determine the path for its growth. A componenti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mechanism based on ser-M paradigm has been developed 
to the exploration of the composition of ser, sequence, and timing of capability building 
from the process perspective. The existing studies on the mechanism, however, have 
been dominantly qualitative in their nature, thus limiting their generalizability.  
 
The present study offers one of initial empirical findings in the mechanism literature 
by developing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and by quantitatively identifying 
the patterns of the innovation mechanism in order to demonstrate the operation of the 
mechanism-based view in a Korean firm. The results of our pattern analysis involving 
94 innovation cases showed the presence of 12 distinct patterns of different sequences 
through which the three components (ser) took place during the 94 innovation 
activities. Our quantitative analysis further revealed the presence of a small number of 
dominating ser sequences that explained innovation processes in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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