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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내용 중 정부조달협정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일
반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설회사의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영자의 리더

십스타일, 경영전략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문

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함께 병행하였다. 그 결과,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체제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혁신 지향적 조직일수록 그리고 소유경

영이강할수록한·미자유무역협정에적극적으로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경영전략, 리더십스타일, 소유경영, 정부조달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혁신지향적조직.

1. 서 론

최근 세계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1996년 WTO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개방시장을 맞

이하였으며, 이후의 IMF는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마인드에서 탈피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기존의 시각

과틀을바꿀수있는과감한개혁이필요하게되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무역자유협정)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축이며, 세계는

나라간 FT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의 극대화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관세인하 및 철폐가 무역확대를 도모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원동력을확보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FTA는 세계적 흐름이며, 특히 2007년도에 체결된 한미 FTA는 국내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여건상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다소 종속적인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추후 한국

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FTA체결에 따른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수있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과 건설시장 환경변화 요인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건설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FTA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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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자 한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정을 연구대상으로 하

는 것은 향후 국내 건설 산업 뿐 아니라 타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에 있어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수있을것이다.

연구를위해설문지조사와문헌연구를통한이론적고찰이이루어졌으며, 자료의정확성을높이고환

경변화에대한인식의전환을촉구하기위해다수의논문이나세미나자료들을인용하였다.

2. FTA와 정부조달제도

2.1. 의의

FTA 는 경제통합의 형태로, GATT 제28조 제8항 (b)에 의하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

이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그러나 정부조달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중앙정부만을 조달주체로 간주하였으나

현재 WTO GPA 적용대상에는 일부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만이 조달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또한, 정부가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거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하

기위해조달하는물품과서비스는정부조달로간주하지않는것이보통이다.

또한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서비스를구입하는구매행위를일컫는다.

정부조달의 규모는 나라마다 조달체제의 차이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자국 GDP의 10∼25%의 규모

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을 추정하고 있는데, 1999년

기준으로정부의최종소비지출은선진국의경우평균 GDP의 16%, 개도국의경우평균 GDP의 14%라

고 분석하였다. 또한 OECD는 1998년도 기준으로 순지출 (총 지출에서 임금과 국방을 제외한 지출)규

모를 총 2조 83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2조 830억 달러는 세계 GDP의 7.1%이며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30.1%에해당되는큰금액이다.

2.2.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7년 한·미 FTA 건설부문 무역협정은 한·미 FTA 정부조달분과와 통관분과 등의 합의문에 포함되

어 있으며, 한·미 FTA 건설부문협상결과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인 박성민 (2007)에서는 다음과

같이기술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상품, 서비스 양허

하한선 (개방하한금액)을 미국은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인하하였고, 우리나라는 약 2억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인하하였다.

둘째, 미국 본토 내 과거 일정기간의 사업수행 경력만을 요구하던 제도를 금지하여 미국 본토 내

입·낙찰과정에서의실적요구를금지하였다.

셋째, 정부조달에 민자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

행수준으로유지하며중소기업보호조항을신설하고지방중소건설업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다.

넷째, 건설기술인 상호 인정과 관련 기술사와 건축사의 국내 자격을 미국자격과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였다. 작업반은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발효 1년이내논의를개시하며 2년이내논의결과를공동위원회에보고하도록협의하였다.

본 연구의 저자는 상기 파급효과에 대한 견해를 상당부분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에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후 효과로 다음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외건설수주액 증대를 들 수 있

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2005년에 처음으로 109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이후 해외 건설 수주 또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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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한·미 FTA는 미국시장진출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촉

매제역할을담당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국내 건설산업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특정지역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특정 공종 중심

(플랜트공사중심)의수주편향성을탈피하여지역과상품면에서다원화를이룰수있을것이다.

셋째, 기술사상호인정제도는해외시장에서통용가능한언어습득을통하여글로벌건설전문가의양

성하여국내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넷째, 한·미 FTA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양국가간의 건설산업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건설산업의소프트기술력제고를통한국제경쟁력이강화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된다.

다섯째, 전략적제휴를통하여건설업체간사업구조조정과이를통한수익률제고로우리나라건설업

의고부가가치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여섯째, 국내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으로 국내 건설시장을 국제화하고 건설사들도

이를바탕으로세계시장에대한진출기회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특성변수들을 선정한 후,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이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에 제시된 것처럼 기업문

화, 경영체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 4개의 변수를 기업특성변수로 선정하여 가설검정

에이용한다.

그림 3.1 검증자료를 이용한 모형비교

FTA체결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기업특성과 한·미 FTA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설정하였다.

조직의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려면조직구성원의협조가필수적이며, 그들과상호작용하는리더의

역할이중요하다. 즉, 구성원들의동기유발을통한조직구성원의만족, 고객만족의제고, 그리고경쟁우

위는매우중요한요인이며, 리더는구성원들로하여금조직목표를이행하기위하여유용한방향으로행

동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경영자의 리더십스타일이나 기업문화, 경영체제 그리고 경영전략의 특성에 따라 조직원의

인식의차이가보일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관점에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고자한다.

가설 1: 기업문화간 FTA 인식의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2: 경영체제유형간에는 FTA 인식의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3: 경영자의리더십스타일유형간 FTA 인식의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4: 경영전략유형간 FTA 인식의차이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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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기업특성요인

기업특성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의 기업특성요인은 조직문화, 경영체제, 경

영자의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변수를활용하여측정한다.

•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특정기업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의식과 행동방식, 기업자체의 행동

특성과 관리관행, 최고경영자가 강조하는 경영이념과 사원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자 하는 문화의 특성요인은 Quinn 과 McGrath 등이 주장한 네 가지 문화유형의 특성요인인 발

달적·합의적 문화와 위계적·합리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에 관한 측정은 Quinn

과 McGrath (1985) 등이 개발한 항목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혁신지향적 문화와 안정지향적 문화로
구분하여측정하였다.

• 경영체제
기업은 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기업조직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보다 전문화 ·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성격도 소유경

영자에서 고용경영자로 그리고 다시 전문경영자로 각각 변모하였다. 소유경영자 (owner manager)는

기업에 자본을 직접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고용경영자 (employed manager)는 출자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기업가를 위해 종사하는 경영자이다. 그리고 전문경영자 (professional

manager)는 조직의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경영자이다

(신철우, 2003). 경영자의 유형에 관한 측정은 신철우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3문항을제시하여측정하였다.

• 경영자의리더십스타일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의 특성을 Bass의 연구에서처럼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특성요인으

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 하

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리더와 하위자간에 합의한 목표를 하위자가 달성했을 경우 그

에상응한보상을실시하며하위자가과업수행시범하는과오에대해리더가개입관리함으로써영향력

을 행사하는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구성원들에 대

한 개별적 보살핌, 개인권력의 활용 및 비전의 제시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하고,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하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측정은 이주호 (1996)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

항을기초로수정·보완하여활용하였다.

• 경영전략
경영전략의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범주는 접근방법에 따라 전략의 성분분석 연구와 전략의 과정 분석

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략의 과정 분석적 연구는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지는 과

정과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지는 과정보다는

전략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략형태를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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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이러한 경영전략의 특성에 따른 기업유형을 Miles 과 Snow (1978)의 연구에서처럼 혁신적 선도

형, 안정적 방어형, 기회 분석형, 임시 방편형 전략의 네 가지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혁신적

선도형 전략은 시장수요변화와 시장기회의 민감한 포착으로, 타 경쟁회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고, 안정적 방어형은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서비스 증진 원가절감 등으로 내

부효율성을통한기업의성장을추구하는전략이다. 그리고기회분석형전략은안정된제한품목을통

한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사가 최초로 개발한 신제품

의 시장성이 어느 정도 판명된 후에 보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을 바탕으로 한 후발제품으로 경쟁하는 전

략이며, 임시 방편형 전략은 신제품 개발이나 효율성 치중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 없고, 단지 외부환경의

압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상황이 닥치는 대로 막아내는 전략이다 (Miles과 Snow, 1978). 경영전략

에 관한 측정은 최성림 (2007)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4문항을

제시하여측정하였다.

3.2.2. FTA체결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인식요인

FTA체결에 대한 건설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은 점차 확대되는 FTA체결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본논문에서는 12문항을제시하고리커트 (Likert)의 5점척도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3.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틀에 의하여 FTA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변수, 기업특성변수로 구성된 설

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을 이용한 통계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

상은 각종 신문 및 저널에서 공개되는 자료 및 방문조사 등을 이용한 사전조사를 통해 2008년 10월 현

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건설업체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 및 우편, 전화 그리고 팩스 등을 이용하였다. 200부 중에서 총 185부

를 회수함으로써 약 93%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회수된 설문 185개사 중에서 부적합한 기업과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 13부를 제외시켰다. 17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과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구분 측정항목 문항번호 문항수

FTA

인식
Ⅰ.1-6

12
Ⅱ.1-6

전략
Ⅰ.7-9

6
Ⅱ.7-9

기업특성요인

기업문화 Ⅲ 1

경영체제 Ⅳ 1

리더십스타일 Ⅴ 1

경영전략 Ⅵ 1

경쟁우위 Ⅶ 4

귀사 및 작성자
귀사 Ⅸ 2

작성자 Ⅹ 5

주)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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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표본기업의 특성

설문조사 기업과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통계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는다음과같다.

1. 회사소재지는 서울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32.6%, 지방 11.0% 순서

로나타났다.

2. 매출액규모는 5,000억 이상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억이상 1,000억미만이 27.9%,

100억미만이 15.7%순으로나타났다.

3. 기업문화는혁신지향적문화가 59.3%, 안정지향적문화가 40.7%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4. 경영체제는 고용경영자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6.7%는 소유주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을 직접 관장하는 소유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2%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독립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경

영자인것으로나타났다.

5. 경영자의리더십스타일은거래적리더십이 64.5%, 변혁적리더십이 33.9%로나타났다.

6. 경영전략은 신제품개발보다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서비스증진, 원가절감 등으로 내부효율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인 안정적 방어형 전략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신제품의 시장성이 어느 정도 판명된 후에 보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을 바탕으로 한 후발제품으로

경쟁하는전략인기회분석형전략이 27.9%로나타냈다. 또한시장수요변화와시장기회의민감한

포착으로타경쟁회사보다먼저신제품을개발하려는혁신적선도형전략이 26.2%로나타냈으며,

신제품 개발이나 효율성 치중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 없고, 단지 외부환경의 압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상황이 닥치는 대로 막아내는 임시방편형 전략이 9.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

다.

3.3.2. 응답자의 특성

1. 직위의 경우 팀장이하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팀장 30.2% 팀장이상 21.5%순서로 나

타났다.

2. 연령은 30대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29.2%, 20대 21.1% 그리고 50대 11.5% 순으

로나타났다.

3. 성별은남자가 95.9%, 여자는 4.1%를보여응답자의대부분이남자인것으로나타났다.

4. 근무기간은 10년 이상과 1년 3년 미만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년 이상 9년 미만이

22.8%, 3년이상 6년미만이 16.6%, 1년미만이 13.5%순서로나타났다.

3.4. 3.2.조직구성원의 인식

한·미 FTA체결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정도는 인지도, 필요성, 영향, 매출액 증가, 수주액 증가,

정부지원필요성등을알아보았다.

1. 한·미 FTA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결과 “알고 있다”가 70.3%, “모르고 있다”

29.7%로나타나알고있는경우가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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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정부조달협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결과 “알고 있다”가 62.8%, “모르고

있다” 37.27%로 나타나 알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한·미 FTA협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

자중 13명이건설업과관련된정부조달협정에대하여모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는가에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7.9%로 필요하

지않다는부정적인응답 19.0%보다높게나타났다.

4. FTA체결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58.7%,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16.5%로 나타나 앞서 필요성과 같이 한·미 FTA가 건설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FTA체결이후 건설업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50.4%로

부정적응답 13.2%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6. FTA체결이 건설업의 해외수주액을 증가시킨다는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42.1%로 부정적

응답 16.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FTA가 건설업의 해외수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있었다.

7. FTA체결이후 미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한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53.7%로 부정적 응답

14.9%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8. 한·미 FTA체결에 대비한 경영전략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 40.8%, “준비중” 17.5% 순서로나타나 59.3%의기업이 FTA에대비하여전략을가지고

있거나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9. 한·미 FTA체결에 대비한 경영전략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략내용에 관한 질문에 “미국 시장 진

출”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기타” 31.9%, “한국시장 집중” 21.3% 순서로 나타나 미

국진출전략을많이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 한·미 FTA체결에 대비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6.0%로 ‘필요

하지않다’의 9.1% 보다높게나타나정부지원필요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일반현황분석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4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T-검정을 이용하고자 한다. 표 3.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을 요약

한것이다.

표 3.2 분석기법

항목 분석내용 분석기법

1 현황분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2 가설 검증 교차분석 (cross tabulation)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4. 연구결과

4.1.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기업문화

조직구성원의 FTA 인식과기업문화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분산분석을한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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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기업문화 간의 분산분석

구 분 기업문화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FTA필요성

혁신지향적 83 2.72 1.140 .125

3.813 0.053*안정지향적 38 2.32 .873 .142

합계 121 2.60 1.077 .098

FTA영향

혁신지향적 83 2.67 1.138 .125

2.929 0.090*안정지향적 38 2.32 .904 .147

합계 121 2.56 1.079 .098

미국진출

혁신지향적 83 2.61 .998 .110

0.959 0.329안정지향적 38 2.42 1.030 .167

합계 121 2.55 1.008 .092

매출액증 대

혁신지향적 83 2.52 .929 .102

.032 0.857안정지향적 38 2.55 1.083 .176

합계 121 2.53 .975 .089

수주액증 대

혁신지향적 83 2.71 1.042 .114

.141 0.708안정지향적 38 2.63 1.149 .186

합계 121 2.69 1.073 .098

* p-value 0.1 이하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기업문화간의 분산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의 필요성 및 긍정적 영향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는발견되지않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필요성은 안정지향적 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미 FTA의 영

향 역시 안정지향적 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 대비한 전

략과 기업문화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독립성 검정 (test of indepen-

dence)은피어슨 (Pearson)이제안한 χ2 검정을하였다.

기업문화와 한·미 FTA에 대비한 전략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성 검정을 한 결과 피어슨

의 검정 값은 8.216이며 정확한 유의확률의 값은 0.016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0.01의 유의수준에서 기

업문화별로경영전략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2 기업문화와 경영전략 수립여부

구 분 값 정확한 유의확률(양쪽검정)

피어슨 χ2 8.216 0.016

교차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혁신지향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의 46.3%가 전략이 있다고 한데 반하

여 안정지향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28.9%가 전략이 있다고 나타나 기업문화가 혁신지향적일 수록

한·미 FTA에대비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2.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경영체제

조직구성원의 FTA 인식과경영체제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분산분석을한결과는다음과같다.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경영체제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의 필요성 및 수주액 증대가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전혀발견되지않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필요성은 전문경영자 기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미 FTA의 수주

액 역시 전문경영자 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영체제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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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업문화와 경영전략 수립여부에 대한 교차표

전략유무
기업문화

혁신지향적 안정지향적 합계

있다

빈도(명) 38 11 49

행(%) 77.6 22.4 100.0

열(%) 46.3 28.9 40.8

전체(%) 31.7 9.2 40.8

없다

빈도(명) 27 23 50

행(%) 54.0 46.0 100.0

열(%) 32.9 60.5 41.7

전체(%) 22.5 19.2 41.7

준비중

빈도(명) 17 4 21

행(%) 81.0 19.0 100.0

열(%) 20.7 10.5 17.5

전체(%) 14.2 3.3 17.5

합계

빈도(명) 82 38 120

행(%) 68.3 31.7 100.0

열(%) 100.0 100.0 100.0

전체(%) 68.3 31.7 100.0

표 4.4 조직구성원의 FTA 인식과 경영체제 간의 분산분석

구 분 경영체제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FTA필요성

소유경영자 37 2.76 1.038 .171

4.215 0.017*
고용경영자 69 2.67 1.107 .133

전문경영자 15 1.87 .743 .192

합계 121 2.60 1.077 .098

FTA영향

소유경영자 37 2.76 1.090 .179

1.814 0.168
고용경영자 69 2.55 1.092 .131

전문경영자 15 2.13 .915 .236

합계 121 2.56 1.079 .098

미국진출

소유경영자 37 2.65 .919 .151

0.519 0.597
고용경영자 69 2.55 1.051 .126

전문경영자 15 2.33 1.047 .270

합계 121 2.55 1.008 .092

매출액증 대

소유경영자 37 2.68 1.002 .165

1.280 0.282
고용경영자 69 2.52 1.009 .121

전문경영자 15 2.20 .676 .175

합계 121 2.53 .975 .089

수주액증 대

소유경영자 37 2.97 1.093 .180

2.660 0.074*
고용경영자 69 2.62 1.086 .131

전문경영자 15 2.27 .799 .206

합계 121 2.69 1.073 .098

* p-value 0.1 이하

FTA에 대비한 전략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립성검정을 한 결과 피어슨의 검정 값은

17.201이며 정확한 유의확률의 값은 0.002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0.05의 유의수준에서 경영체제별로

경영전략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5 경영체제와 경영전략 수립여부

구 분 값 정확한 유의확률(양쪽검정)

피어슨 χ2 17.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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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소유경영자 기업의 48.6%가 전략이 있다고 한데 반하여 고용경영자, 전문

경영자기업은가진기업은 38.2%, 33.3%가전략이있다고나타나경영체제가소유경영자일수록한·미
FTA에대비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4.6 경영체제와 경영전략 수립여부에 대한 교차표

전략유무
기업문화

소유경영자 고용경영자 전문경영자 합계

있다

빈도(명) 18 26 5 49

행(%) 36.7 53.1 10.2 100.0

열(%) 48.6 38.2 33.3 40.8

전체(%) 15.0 21.7 4.2 40.8

없다

빈도(명) 15 33 2 50

행(%) 30.0 66.0 13.3 100.0

열(%) 40.5 48.5 13.3 41.7

전체(%) 12.5 27.5 1.7 41.7

준비중

빈도(명) 4 9 8 21

행(%) 19.0 42.9 38.1 100.0

열(%) 10.8 13.2 53.3 17.5

전체(%) 3.3 7.5 6.7 17.5

4.3.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리더십스타일

조직구성원의 FTA 인식과리더십스타일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분산분석을한결과는다음과같

으며, 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는발견되지않았다.

표 4.7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리더십스타일 간의 분산분석

구 분 기업문화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FTA필요성

거래적 리더십 91 2.65 1.109 .116

0.378 0.540변혁적 리더십 26 2.50 .990 .194

합계 117 2.62 1.082 .100

FTA영향

거래적 리더십 91 2.54 1.057 .111

0.230 0.632변혁적 리더십 26 2.65 1.164 .228

합계 117 2.56 1.078 .100

미국진출

거래적 리더십 91 2.54 .981 .103

0.122 0.727변혁적 리더십 26 2.62 1.023 .201

합계 117 2.56 .986 .091

매출액증 대

거래적 리더십 91 2.51 .911 .096

0.024 0.878변혁적 리더십 26 2.54 1.140 .223

합계 117 2.51 .961 .089

수주액증 대

거래적 리더십 91 2.59 .989 .104

2.445 0.121변혁적 리더십 26 2.96 1.280 .251

합계 117 2.68 1.065 .098

* p-value 0.1 이하

경영체제와 한·미 FTA 대비전략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립성검정을 한 결과 피어슨의

검정 값은 3.699이며 정확한 유의확률의 값은 0.157으로 0.05보다 크므로 0.05의 유의수준에서 리더십

스타일별로경영전략은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교차표를통하여살펴보면거래적리더십기업의 44.4%가전략이있다고한데반해변혁적리더십기

업은 30.8%가전략이있다고나타나거래적리더십이전략수립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

계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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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영체제와 경영전략 수립여부

구 분 값 정확한 유의확률(양쪽검정)

피어슨 χ2 3.699 0.157

표 4.9 리더십 스타일과 경영전략 수립여부에 대한 교차표

전략유무
기업문화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합계

있다

빈도(명) 40 8 48

행(%) 83.3 16.7 100.0

열(%) 44.4 30.8 41.4

전체(%) 34.5 6.9 41.4

없다

빈도(명) 33 15 48

행(%) 68.8 31.3 100.0

열(%) 36.7 57.7 41.4

전체(%) 28.4 12.9 41.4

준비중

빈도(명) 17 3 20

행(%) 85.0 15.0 100.0

열(%) 18.9 11.5 17.2

전체(%) 14.7 2.6 17.2

4.4.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경영전략

조직구성원의 FTA 인식과경영전략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분산분석을한결과는다음과같다.

표 4.10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경영체제 간의 분산분석

구 분 경영체제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유의확률

FTA필요성

혁신적선도형 39 2.51 .997 .160

0.318 0.813

안정적방어형 46 2.72 1.277 .188

기회분석형 27 2.52 .935 .180

임시방편형 9 2.56 .726 .242

합계 121 2.60 1.077 .098

FTA영향

혁신적선도형 39 2.54 1.189 .190

0.128 0.943

안정적방어형 46 2.54 1.149 .169

기회분석형 27 2.56 .892 .172

임시방편형 9 2.78 .833 .278

합계 121 2.56 1.079 .098

미국진출

혁신적선도형 39 2.51 .970 .155

0.179 0.844

안정적방어형 46 2.57 1.148 .169

기회분석형 27 2.52 .893 .172

임시방편형 9 2.78 .833 .278

합계 21 2.55 1.008 .092

매출액증 대

혁신적선도형 39 2.64 1.112 .178

0.275 0.844

안정적방어형 46 2.46 1.026 .151

기회분석형 27 2.48 .802 .154

임시방편형 9 2.56 .527 .176

합계 121 2.53 .975 .089

수주액증 대

혁신적선도형 39 2.67 1.108 .177

0.557 0.645

안정적방어형 46 2.78 1.073 .158

기회분석형 27 2.48 1.014 .195

임시방편형 9 2.89 1.167 .389

합계 121 2.69 1.073 .098

* p value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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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인식과경영전략간의분석결과에의하면, 한·미 FTA의필요성, 긍정적영향, 미국진출,

매출액증대, 수주액증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는발견되지않았다.

한·미 FTA 대비한 전략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립성검정을 한 결과 피어슨의 검정 값은

2.929이며 정확한 유의확률의 값은 0.818로 0.05보다 크므로 0.05의 유의수준에서 경영전략별로 차이가

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11 경영전략별과 경영전략 수립여부

구 분 값 정확한 유의확률(양쪽검정)

피어슨 χ2 2.929 0.818

교차표를통하여살펴보면혁신적선도형과안정적방어형은 FTA에대비한전략이있다고응답한경

우가 없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회분석형과 임시방편형은 반대의 경우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

나통계적으로유의한경우는아닌것으로나타났다.

표 4.12 기업문화와 경영전략 수립여부에 대한 교차표

전략유무
기업문화

혁신적선도형 안정적방어형 기회분석형 임시방편형 합 계

있다

빈도(명) 17 21 8 3 49

행(%) 34.7 42.9 16.3 6.1 100.0

열(%) 43.6 45.7 30.8 33.3 40.8

전체(%) 14.2 17.5 6.7 2.5 40.8

없다

빈도(명) 14 18 13 5 50

행(%) 28.0 36.0 26.0 10.0 100.0

열(%) 35.9 39.1 50.0 55.6 41.7

전체(%) 11.7 15.0 10.8 4.2 41.7

준비중

빈도(명) 8 7 5 1 21

행(%) 38.1 33.3 23.8 4.8 100.0

열(%) 20.5 15.2 19.2 11.1 17.5

전체(%) 6.7 5.8 4.2 0.8 17.5

5. 요약 및 결론

본논문은 2007년한·미 FTA 체결에따른조직구성원의인식과건설업의영향을분석하여새로운건

설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개방과 글로벌화 추세를 FTA를 새로운 성

장 동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

고자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는 FTA체결과 경영체제, 경

영전략, 기업문화, 경영자의리더십스타일그리고조직유효성에관한선행연구들을검토하였다.

본논문의가설검정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업문화별 인식차이 검정 결과는 FTA필요성, FTA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FTA에 대비한 전략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문화가 혁신지향적

일수록한·미 FTA에대비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경영체제별인식차이검정결과, 조직구성원의인식은 FTA필요성, 총수주액증대에서통계적으

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TA에 대비한 전략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유경영체계일수록한·미 FTA에대비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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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리더십스타일, 경영전략별인식차이검정결과에의하면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는나타나지않

았다. 또한 FTA에 대비한 전략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FTA체결이후 FTA체결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기업특징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FTA체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특성 및 기업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는 FTA체결 이후 FTA체결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기업특성의 영향관계를 모색해 봄으로써 FTA체결 이후 기업경영의 성공적 모

형에관한실증적연구의토대를마련하였다고할수있다.

하지만본연구와같이설문을통한현장연구 (field study)가공통적으로안고있는추출된표본의대

표성 문제, 변수측정의 타당성문제, 응답의 불성실로 인한 응답자 편견 등 방법론적 문제점 내지 한계점

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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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domestic con-

struction companies about the US & Korea FTA completed in 2007.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more innovative the construction company is and the stronger own-

ership the construction company has, the more actively preparing for FTA. Altogether,

our construction companies have well recognised the inevitable impacts o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more or less negative about

whether or not the FTA gives us a good chance to switch from domestic companies

into glob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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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잠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본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번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

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한․미 FTA가 한국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의견은 통계적 자료로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성의껏 응답하여 주신 설문들은 

본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자 : 이 진 국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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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유형
우리 회사(에서)는
◊ 기업의 대외적 환경이 활동적(동태적)이고 변화가 많으며 불확실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 사업의 안정보다 성장을 선호하여 사업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모험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 의사결정시 직관과 통찰력에 많이 의존하며 진보적 경향을 띠고 있다.
◊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원을 높이 평가한다.
◊ 개혁, 변화, 개척, 창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A

우리 회사(에서)는
◊ 기업의 대외적 환경이 안정적(정태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불확실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 사업의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도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의사결정시 사실분석에 많이 의존하며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다.
◊ 규칙을 잘 지키고 업무를 규정에 따라 빈틈없이 처리하는 사원을 높이 평가 한다.
◊ 안정, 합리적, 통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B

특  성 유형
 우리 회사는 회사의 소유주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을 
직접 관장하는  소유경영자체제이다. A
 우리 회사는 전문경영자가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권한의 위양이 미
약하여 회사 소유주 중심의 고용경영자체제이다. B
 우리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소유주의 영향으로 부
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적인 전문경영자체제 구축하고 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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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유형
우리 회사(에서)는
◊ 자신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사원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어 

강한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에 전심 전력을 기율이도록 사원들을 자극한다.
◊ 기존의 규범이나 신념, 가치, 제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에서 그것들을 보고 생각하도록 한다.
◊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또한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자기 및 조직에 충성을 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부하직원들의 개인문제를 보살펴 주는 경향이 있다. 

A

우리 회사(에서)는
◊ 평소 노력과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조한다.
◊ 우리로 하여금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포상과 승진에 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본 방침만을 제시해 준다.

B

특  성 유형
시장수요변화와 시장기회의 민감한 포착으로, 경쟁회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 A
신제품개발보다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서비스 증진 원가절감 등으로 내부 효율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 B
안정된 제한 품목을 통한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먼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사가 최초로 개발한 신제품의 시장성이 어느 정도 판명된 후에 보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을 바탕으로 한 후발제품으로 경쟁하는 전략 C

신제품 개발이나 효율성 치중에 대한 일관된 방향이 없고, 단지 외부환경의 압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그때 그때 상황이 닥치는 대로 막아내는 전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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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경쟁우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우리회사는 신지식을 수용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우리회사는 경쟁회사에 비해 핵심기술 및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우리회사는 타경쟁회사에 비하여 많은 강점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 우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타 경쟁회사에 비해 높다
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 우리회사는 타경쟁회사에 비하여 많은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 본  사
  소재지  ①서울     ②수도권     ③지방

2. 매출액
①100억미만                  ②100억이상-1,000억미만  
③1,000억이상-3,000억미만   ④3,000억이상-5,000억미만   
⑤5,000억이상

3. 직    위  ①팀장 이하급    ②팀장급    ③팀장 이상급 

4.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이상  
5. 성    별 ①남자       ②여자
6. 현 회사   
근무기간 

①1년 미만    ②1년 - 3년   ③ 4년 - 6년  
④7년 - 9년   ⑤10년 이상 

7. 회 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