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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ighlight the relationships among market orientation, environmental turbulence, 
marketing capabil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railway industry(616 participants). Major findings are: 1) 
market orienta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marketing capabil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2) 
environmental turbulence functioned as a moderator not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o marketing capabilities, 
3) and marketing capabilities showed a strong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findings imply that 
market orientation, as well as marketing capabilities, are so essential for creating a supreme performance in the 
railway industry. 

1. 서 론

본 연구는 사기업 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  요인으로 밝 진 ‘시장지향성’ 개념을 기존의 선행연

구가 매우 희소한 철도공기업에 용했을 때 조직 외 인 환경요인(‘환경격변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  역량’과 조직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 으로 살펴보려는데 주된 목 을 두었다.  

2. 이론  배경

2.1 조직생존의 요건: 내부∙ 외부 합성

외부환경의 변화속도와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 일수록 조직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은 격변

하는 외부환경에의 탄력 인 처와 응(external fit), 그리고 경 철학(경 이념), 략  구조 등의 

내  주요 요소간 합  계(internal fit)의 달성이다(Miles와 Snow, 1994). 즉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면서 외부환경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 철학, 략  조직구조간의 유기  계를 가

 기에 구축하고 이들 요소간에 정합  계를 신축 으로 도모하는 조직일수록 그만큼 조직의 생

존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2.2 환경격변성(Environmental turbulence)

환경요인에 한 개념  틀은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환경을 격변성 차원에서 개

념화하면서 이를 단일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동태성, 복잡성, 풍부성 등의 변수들로 세분화하여 근하

는 등 다양한 입장이 있다(김성 과 이 표, 2005). 한편, 종 의 실증연구에서 Jaworski와 Kohli(1993)

는 환경격변성 개념을 시장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조 하는 조 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 

활용하면서 이 환경격변성 개념 안에 1)소비자의 특성과 그들의 기호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시장의 격변

성(market turbulence), 2)경쟁기업간 경쟁정도,   가격에서의 경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경쟁의 강

도(competitive intensity), 3)기술변화의 정도, 기업간 기술경쟁 정도  신제품 출 가능성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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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기술격변성(technological turbulence)의 세 차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악하 다.  

 

2.3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

시장지향성은 재의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  시장의 사건과 경향에 해 계속 으로 감지하고 응

할 수 있도록 고객과 경쟁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고객과 경쟁자로부터 얻어

지는 지식에 근거하여 우수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구자 , 2001). 즉 고객을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우월한 기술 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째,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신념, 둘째, 고객과 경쟁자들에 한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셋째, 우월한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한 부서간 자원의 조정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면서, 기업

이 장기 으로 수익을 극 화하기 해서는 우월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기본이다. 

 

2.4 마  역량(Marketing Capabilities)

마  역량은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기업역

량이다. 경쟁기업에 비해 강력한 마 역량을 소유한 기업은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더 잘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선택, 의사결정 등 소비자행동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

서 우수한 마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목표시장 선정(targeting)과 랜드나 제품의 포지셔닝

(positioning)에 있어 우수할 것이며, 이 게 차별 인 제품과 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높은 마진을 획득

할 수 있어, 궁극 으로 높은 재무  성과를 보여  것이다(Kohli 등, 1993; Day, 1994). 

 

2.5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한 조직성과변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이익, 자산이익, 매출성장률을 

재무  성과로 악한 연구(West와 Olsen, 1988), 매출성장률, 당기순이익, 시장 유율을 재무  성과로 

악하는 동시에 조직몰입과 조직 신을 비재무  성과로 악한 연구 등을 시하여, 시장 유율변화, 

신제품성공률, 반  성과(Baker와 Sinkula, 1999), 조직 신성, 조직몰입, 직원응집성(Farrell, 1999), 기

술  효과, 학습효율성, 재무  효과, 직장생활만족  조직몰입, 지식 와 지식통합 등 매우 다양하다

(조원섭과 손삼호, 2007; 이 표와 박형권, 2006).  

3 . 연 구  설계

3.1 연구모형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의 도출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론 신 연구문제의 제시와 이를 실증 으로 검

증하는 탐색  방법을 따른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주요개념들에 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분 사기업

을 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기업, 특히 철도공기업에 한 실증연구는 무하거나, 혹 있더라도 일부 

변수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탐색

 수 에서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두 집단(코 일과 지하철조직)의 시장지향성이 마 역량에 미치는 향의 패턴은 서로

            이질 으로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2) 두 집단의 환경격변성 차원은 시장지향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 역량에 이질

            패턴의 향을  것인가?(즉 환경격변성의 조 효과가 이질 인 패턴을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3) 두 집단의 마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이질  패턴을 보일 것인가? 

 

3.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설문

본 연구에 활용된 각 변수별 조작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 

 

3.2.1 환경격변성의 측정

환경격변성은 Jaworski와 Kohli(1993)의 연구에서 활용된 경쟁강도(Competitive Intensity)를 묻는 6문

항, 기술격변성(Technological Turbulence)을 묻는 5문항  시장격변성(Market Turbulence)을 묻는 6문

항 등 총 17개 문항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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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차원
문항번호 측정방법

변 수 세부변수

독립변수 시장지향성 고객 지향성(6문항), 경쟁자 지향성(6문항), 부서간 조정(6문항) Ⅰ(1~6),   Ⅱ(1~6), Ⅲ(1~6) 요인점수

조절변수 환경격변성 시장격변성(6문항), 경쟁강도(6문항), 기술격변성(5문항) Ⅵ(1~17) 요인점수

종속변수
마케팅역량

마케팅 조사능력, 판매사원 역량, 마케팅 전략수립 능력, 
광고 및 판촉역량, 서비스 문화 등 총 5문항

Ⅳ(1~6) 요인점수

조직성과 서비스 산업을 측정하기 위한 3문항 Ⅴ(1~3) 요인점수

요인별 구분 빈도 % 요인별 구분 빈도 %

 
 

기관별

코레일
메트로
도시철도
공항철도

118
246
198
 54

19.2
39.9
32.1
 8.8

 
 

직급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하
무응답

138
152
121
185
 20

22.4
24.7
19.6
30.0
 3.2

 
 

연령별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무응답

25
197
249
135
10

 4.1
32.0
40.4
21.9
 1.6

 
 

직군별

사무
영업
운전
기술

무응답

111
129
103
268

    5

18.0
20.9
16.7
43.5
 0.8

 
 

근속년수

1개월 ~ 10년
11년 ~ 20년
21년 ~ 30년
31년 이상
무응답

194
239
148
 25
 10

31.5
38.8
24.0
 4.1
 1.6

 

3.2.2 시장지향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Narver 와 Slater(1990)  Slater 와 Narver(1994a, 1994b)에서 활용한 측정방법을 최

종 으로 선정하 다. 그 이유는 시장지향성을 정보행동차원에서 악하는 근(Kohli와 Jaworski, 

1990)보다는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이우용, 1997)를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시장지향성은 총 18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 지향성(6문항), 경쟁자 지향성(6

문항), 부서간 조정(6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2.3 마 역량의 측정

마  역량 항목은 Vorhies와 Morgan(1999)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되 5문항으로 축소하여 마  조

사능력, 매사원 역량, 마  략수립 능력, 고  역량, 서비스 문화 등의 항목으로 설문을 작

성하 다. 

 
3.2.4 조직성과의 측정

본 연구에서의 조직성과는 Narver와 Slater의 연구(1990)  Narver 등(1998)의 연구에서 실증 으로 

검증된 항목  서비스 산업을 측정하기 한 3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응답자의 주  인식에 토 해 

당해 조직의 성과를 물었다.  
도표 1. 설문문항과 측정방법

4 . 연 구  결 과

4.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를 해 2009년 5월~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철도 련 4개 주요 공기업(코 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 일공항철도) 구성원을 상으로 1,000부의 설문을 배포하되, 특정조직과 특정

직군  제반 인구통계요인에의 쏠림을 방지하고 가  다양한 구성원이 분포되도록 유의하 다. 그리

고 회수된 635부의 설문지  616부의 유효설문(최종회수율: 61.6%)으로 정하 다. 

 
4.2 응답자의 인구통계별 분포

본 연구를 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는 도표 2와 같다. 기 별 분포는 서울메트로

가 246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 198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 일) 118부

으며, 코 일 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의 경우 54부로 비교  은 인원이 응답을 해주었다. 

연령의 경우는 40 가 249부로 가장 많았으며, 30 가 197부, 50  이상이 135부, 20 가 25부 다. 직

군의 경우는 기술직이 268부로 가장 많았고, 업 129명, 사무 111명, 운  103명의 순서 으며 분포가 

비교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 의 경우도 사원  185부를 시하여 과장  152부, 차부장  138부, 리  121부로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년수의 경우는 11년~20년 근속자가 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내가 194명, 21년~30년이 148명이었으며, 31년 이상 근속자도 25명이 응답해주었다. 

도표 2. 응답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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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환경격변성

요인1
(경쟁강도)

요인2
(기술격변성)

요인3
(시장격변성)

1.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836 .188 .096

2.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는 소위 “판촉 전쟁”을 방불케 한다. .830 .166 .221

3. 우리 기업은 거의 매일 경쟁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적 조치에 관해 전해 듣는다. .739 .240 .149

4. 우리 기업의 경쟁회사들은 상대적로 강하다. .522 .202 .180

1.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 기술적 변화는 큰 기회들을 제공한다 .141 .767 .143

2.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에서는 향후 2~3년 후 기술을 예측하기 어렵다. .272 .639 .131

3.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내 기술혁신으로 수많은 신제품 아이디어가 가능해진다. .256 .766 .060

1. 우리 업종에서는 고객들의 제품선호도가 매우 빠르게 변한다. .192 .492 .597

2. 우리 고객들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찾는다. .221 .475 .606

3. 우리 회사에서는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목격된다. .184 -.088 .733

4. 새로운 고객들은 제품과 관련하여 기존고객과 다른 욕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133 .206 .802

KMO와 Bartlett 검정값 .823(유의도 = .000)
총분산  (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2.021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790 .727 .759

설문 문항

시장지향성

요인1
(경쟁자지향)

요인2
(고객지향)

요인3
(부서간조

정)
1. 경쟁회사들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822 .152 .225

2. 사원들은 경쟁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798 .163 .168

3. 경쟁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786 .202 .314

4.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기회를 잘 포착한다. .783 .216 .287

5. 관리자들은 경쟁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항상 논의한다. .757 .284 .260

6. 산업내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607 .336 .385

1. 고객만족을 위한 기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137 .825 .160

2. 고객과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105 .791 .191

4.3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측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부분의 구성개념(construct)들은 이 의 련연구에서 검증된 다항목척도

(multi-item scales)를 활용하되, 해당 항목내용에 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활용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항목들의 응답에 한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과 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확인을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하되 공통성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주성분분석과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방식을 따랐으며, 

요인 재값의 cut rate는 0.5 이상으로 하 다. 그리고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도출하여 타당성 검증

에 참고하 고, 문항의 신뢰도 별을 한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 다. 

 

4.3.1 ‘환경격변성’ 문항의 요인분석 

환경격변성에 련된 문항은 총 17개 문항이었으나 이  6개 문항의 공통성값(communalities)이 0.5 

이하 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11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분석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회 방법을 이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환경격변성은 경쟁강도, 기술격

변성  시장격변성의 3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도표 3은 환경격변성 항목의 요인 재량과 요인분석의 

성을 나타내는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Bartlett 검정값이 유의하며 KMO값도 0.823

이므로 요인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경우의 요인별 문항신뢰도는 경쟁강도 .790, 기

술격변성 .727, 시장격변성 .759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다. 

 

도표 3.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 환경격변성

 

4.3.2 ‘시장지향성’ 문항의 요인분석 

시장지향성에 련된 문항은 총 18개 문항이었으나 1개 문항의 공통성값(communalities)이 0.5 이하

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17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분석 결과 시장지향성은 경쟁자 지향성, 

고객지향성  부서간 조정의 3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도표 4는 시장지향성 항목의 요인 재량과 요인분

석의 성을 나타내는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Bartlett 검정값이 유의하며 KMO값

도 0.938이므로 요인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경우의 요인별 문항신뢰도는 경쟁지지향

성 .916, 고객지향성 .886, 부서간 조정 .884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도표 4.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 시장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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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214 .730 .197

4. A/S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214 .715 .319

5.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고객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 .259 .711 .201

6. 고객만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261 .677 .244

1. 고객관련정보를 알리기 위해 타부서(부서원)에 보고서(뉴스레터)를   회람시킨다. .175 .257 .762

2. 정보공유, 전략수립, 시장변화에   대응키 위해 수시로 부서간 회의를 하고 있다. .311 .262 .754

3. 전략적 필요에 따라 부서간 기능의 통합 또는 조정을 실시한다. .300 .227 .739

4. 고객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간에 협력한다. .259 .308 .720

5. 부서들은 타부서들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332 .181 .710

KMO와 Bartlett 검정값 .938(유의도 = .000)
총분산  (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8.177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916 .886 .884

설문 문항
요인

(마케팅역량)
1. 우수한 마케팅전략 수립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938

2. 우수한 광고 및 판매촉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900

3. 우수한 마케팅 조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866

4. 우수한 영업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763

KMO와 Bartlett 검정값 .807   (유의도=.000)
 총분산  (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75.605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889

설문 문항
요인

(조직성과)
1.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의 기업성과가 더 좋다. .725

2. 주요 경쟁사들 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기업성과가 더 낫다. .853

3. 주요 경쟁사들 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국가고객만족도가 높다. .842

KMO와 Bartlett 검정값 .651   (유의도=.000)
총분산  (추출 제곱합 누적적재값, %) 65.427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735

 4.3.3 ‘마 역량’ 문항의 요인분석  

마 역량에 련된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이었으나 1개 문항의 공통성값(communalities)이 0.5 이

하 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4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분석 결과 마 역량은 단일 차원으

로 분류되었다. 도표 5는 마 역량 항목의 요인 재량과 요인분석의 성을 나타내는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Bartlett 검정값이 유의하며 KMO값도 0.807이므로 요인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경우의 문항신뢰도는 .889로 상당히 양호하 다.

 

도표 5.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 마 역량

 

4.3.4 ‘조직성과’ 문항의 요인분석  

마지막으로, 기업성과와 련하여 3개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한 응답자의 주  인식을 측정하

다. 요인분석 결과 기업성과는 단일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도표 6은 기업성과 항목의 요인 재량과 요인

분석의 성을 나타내는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Bartlett 검정값이 유의하며 KMO

값도 0.651이므로 요인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때의 문항신뢰도는 .735로 비교  양호

하 다.  

도표 6.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 조직성과

 

4.4 실증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목 인 비교연구를 해 연구 상으로 선정한 4개 철도공기업(코 일, 서울메트로, 도

시철도공사  공항철도)을 각 기 의 업환경과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 다. 

즉 코 일을 한 집단으로 설정하 고(N=118), 업환경과 조직특성이 다소 이질 이라고 단된 공항철

도를 제외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 다(N=444). 따라서 본 연구는 

코 일과 지하철조직(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두 집단을 상으로 비교 에서 수행되었다. 

 

4.4.1 상 분석

두 집단의 주요 구성개념간 상 성을 개 으로 살펴보면(도표 7), 코 일의 경우 경쟁강도:마 역

량(.439**), 기술격변:고객지향(.375**), 경쟁자지향:조직성과(.529**)등 세 가지 응변수간 상 계가 지하

철조직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하철조직의 경우는 기술격변:마 역량(.523**), 시장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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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위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환경격변성 시장지향성
7 8

1 2 3 4 5 6

환경
격변성

1. 경쟁강도 4.0465 1.16304 1.00

2. 기술격변성 4.2504 1.06605 .510** 1.00

3. 시장격변성 4.1424 1.11348 .476** .483** 1.00

시장
지향성

4. 경쟁자지향성 4.3664 1.13473 .478** .478** .388** 1.00

5. 고객지향성 5.3727  .99159 .292** .375** .331** .602** 1.00

6. 부서간조정 4.7747 1.12860 .349** .399** .289** .671** .627** 1.00

7. 마케팅역량 4.3827 1.12789 .439** .386** .322** .603** .490** .580** 1.00

8. 조직 성과 4.6139 1.10096 .426** .373** .337** .529** .474** .415** .541** 1.00

연구단위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Inter-Construct Correlations)

환경격변성 시장지향성
7 8

1 2 3 4 5 6

환경
격변성

1. 경쟁강도 3.8835 1.14992 1.00

2. 시장지향성 4.1681 1.07178 .416** 1.00

3. 시장격변성 4.1466 1.11075 .576** .528** 1.00

시장지
향성

4. 경쟁자지향성 3.6935 1.16166 .416** .393** .426** 1.00

5. 고객지향성 5.2288 1.17383 .263** .245** .375** .483** 1.00

6. 부서간조정 4.5220 1.14131 .252** .380** .457** .706** .593** 1.00

7. 마케팅역량 4.0970 1.31413 .332** .523** .511** .745** .538** .653** 1.00

8. 조직 성과 4.5613 1.18955 .344** .347** .496** .423** .419** .453** .466** 1.00

종속변수 기관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Scheffe

환경
격변성

 경쟁강도
Korail 3.8835 1.14992

1.837/0.176
Subway 4.0465 1.16304

 기술격변성 
Korail 4.1681 1.07178

.550/0.459
Subway 4.2504 1.06605

 시장격변성
Korail 4.1466 1.11075

.001/0.972
Subway 4.1424 1.11348

시장
지향성

 경쟁자지향성 
Korail 3.6935 1.16166

32.445/0.000**
Subway 4.3664 1.13473

 고객지향성
Korail 5.2288 1.17383

1.807/0.179
Subway 5.3727  .99159

 부서간조정
Korail 4.5220 1.14131

4.644/0.032*
Subway 4.7747 1.12860

마케팅역량
Korail 4.0970 1.31413

5.485/0.020*
Subway 4.3827 1.12789

조직 성과
Korail 4.5613 1.18955

.204/0.652
Subway 4.6139 1.10096

변:부서간조정(.457
**

), 시장격변:마 역량(.511
**

), 시장격변:조직성과(.496
**

)  경쟁자지향:마 역량

(.745**)등 다섯 가지 응변수간 상 계가 코 일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표 7. 코 일의 주요 구성개념간 상 계 [N=118]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도표 8. 지하철조직의 주요 구성개념간 상 계 [N=444]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4.4.2 집단간 차이분석

집단간 차이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도표 9). 먼 , 환경격변성 차원에 한 코 일과 지하철 두 

표본집단 구성원의 인식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장지향성 차원에서는 고객지

향성을 제외한 경쟁자지향성과 부서간조정의 경우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

하철조직이 코 일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 다. 

 

도표 9. 집단간 차이분석

*p<0.05,  **p,0.01

 

4.4.3 집단간 종합 비교분석

시장지향성과 마 역량의 계, 그리고 이 두 변수간의 계에 한 환경격변성의 조 효과 등 본 

연구의 통계결과  의미있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도표 10과 같이 종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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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통계 Korail Subway 비 고

상관분석

경쟁강도->마케팅역량(.439)
기술격변->고객지향(.375)
경쟁자지향->조직성과(.529)

기술격변->마케팅역량(.523)
시장격변->부서간조정(.457)
시장격변->마케팅역량(.511)
시장격변->조직성과(.496)
경쟁자지향->마케팅역량(.745)

집단간 상대적 비교

(상관계수)

집단간 차이분석 

(평균)

 경쟁자지향성 3.6935 4.3664
유의확률

(.000)

 부서간조정 4.5220 4.7747
유의확률

(.032)

 마케팅역량 4.0970 4.3827
유의확률

(.020)

회귀분석

(시장지향성->      
     마케팅역량)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부서간조정

      .389***

          .296***
           .194***

.450***

        .256***

.413***

ß계수

회귀분석

(환경격변성 ⅹ 시장지향성)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없음

경쟁강도ⅹ고객지향성 : -.079*

기술격변성ⅹ경쟁자지향성 : -.109* 

기술격변성ⅹ부서간조정 : .107* 

ß계수

회귀분석

(마케팅역량-> 조직성과)  .358***  .535*** ß계수

 

도표 10. 기 간 종합비교

 

먼  주요 구성개념간 상 계에서 드러나듯이 지하철조직의 경우 코 일에 비해 좀 더 유기 인 구

성개념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기술격변성과 시장격변성 등의 환경요

인이 여타의 변수들과 비교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다는 에서 환경격변성 차원에 한 지하철조

직의 응메커니즘이 좀 더 역동 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주요 구성개념에 한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에서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코 일과 지하철

조직 두 집단간에 환경격변성 차원에 한 구성원의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쟁자지향성과 부

서간조정 등의 시장지향성 차원에서는 코 일에 비해 지하철조직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같은 사실은 환경격변성 차원에 한 거의 유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응하기 한 

두 집단의 응패턴이 이질 이며, 시장지향성 차원에서 코 일에 비해 지하철조직의 환경 응 노력이 

좀 더 극 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 같은 환경 응패턴의 차이는 결과 으로 두 

집단의 마 역량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지향성과 마 역량의 계를 보여주는 회귀분석의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환경격변성 차원에 한 두 집단 구성원의 유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조직이 코 일에 비해 좀 

더 극 인 고객지향  응행동과 조직내 부서간의 유기 인 정보공유를 통해 환경에 응하기 해 

노력한 결과, 성장조직의 요건인 마 역량의 제고라는 정  성과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격변성과 시장지향성의 상호작용, 즉 환경격변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는 다음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코 일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단 한 개도 도출되지 않아 환경격

변성 차원이 시장지향성과 마 역량의 계에 해 아무런 조 작용을 하지 못한데 반해, 지하철조직

의 경우엔 경쟁강도가 고객지향성(ß= -.079*), 기술격변성이 경쟁자지향성(ß= -.109*), 그리고 기술격변성

이 부서간조정(ß= .107*)과 미약하나마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격변성이라는 환경요인에 처하기 해 부서간조정 차원이 마 역량에 정  향을 끼치고 있다는 

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주목할 은 앞의 두 가지 상호작용이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 역량에 부정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는 환경 응을 한 지하철조직의 

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강도와 기술격변성이 조직의 응역량을 벗어난 때문인 것으로 단해볼 

수 있다. 이 같은 부(-)의 향에도 불구하고 통계결과는 지하철조직의 경우 시장지향성 차원에서 환경

응을 한 응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 역량은 두 집단 모두 조직성과에 강력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지하철조직의 경우가 그 다. 비록 구성원에게 지각된 조직성과이긴 하지만 마 역량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강력한 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결과하고 하겠다. 

 

5 . 결 론  시 사

 

본 연구는 철도공기업을 상으로 환경격변성과 시장지향성, 그리고 마 역량 간의 계를 밝히고

2180



자 수행되었다. 시장지향성이란 시장의 요구에 경쟁자들보다 더 잘 응하고 변화를 측하는 총체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장지향성은 조직으로 하여  조직의 미션 혹은 수

익에 한 장기 인 안목을 갖게 하고, 시장지향 인 조직은 략  유연성과 시간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풍토와 환경에 히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다. ‘시장지향성’의 주요한 은 

고객과 경쟁자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에 근거하여 우수한 고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에게는 고객만족

을, 조직에게는 수익과 성장을 제공한다는 에서 그 어떤 기업조직이건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요

한 차원이다. 

코 일과 지하철 조직의 두 집단으로 나 어 근한 본 연구에서‘시장지향성’은 마 역량에 유의한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하철조직의 경우 두 변수간 계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은 지하철조직의 경우 환경격변성에의 응패턴을 보여주는 상호작용효과에서 기술격변성X

부서간조정의 상호작용항이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 이다(ß=.107*).마 역량이 높은 조직일수록 더 

많은 고객  경쟁사 정보가 요구된다는 을 상기하면 부서간 원활한 정보교류  공유는 마 역량

의 증 에 매우 요한 차원이었을 것이고, 이 같은 당 성이 통계 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

다. 

결론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철도공기업의 경쟁환경 특성이 시장확  혹은 신규고객창출을 지상과제

로 삼는 사기업 역과는 다르더라도 궁극 인 조직성과의 극 화를 해서는 환경요인에 응하기 

한 ‘시장지향성’이 조직 반에 내면화 되어야 하며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인 마 역량의 증 에 많은 

심을 가져야 한다는 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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