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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활동을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경
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략적 선택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고경
영자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성과를 
높이고자 학문적,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조직·혁신성
과, 혁신 활동 등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었고,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과에 연결되는 연구는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내 빅데이터 업체인 ㈜RSN사례를 통해 최고
경영자의 특성, 디지털 전환, 기업성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 명제를 설정하여 ㈜RNS의
사례분석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필수요소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게 되었고 기업성과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최고경영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실증적 연구를 시도해볼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최고경영자의 특성, 디지털 전환, 기업성과, 빅데이터 

Abstract  Corporations operate within long term strategy.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makes 
decisions and has responsibility for all executive activities which affects the corporate performance. If
the CEO makes strategic choices through reasonable decision making, it could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porate’s rise and fall. So the CEO's decision making is very important. As rapid 
change in the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happened, through digital transition, corporations have 
been working on increasing corporate performance by practical and academic methods. However prior 
research was restricted to CEO’s affect on organization, innovation or innovative activities 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linking CEO’s characteristics to digital transi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As the
digital age is coming, research on how CEO’s characteristics affect digital transi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direly needed. From the case of domestic Big Data corporation RSN Co. ltd’s digital 
transition success,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CEO, digital transi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developing research model and research proposition was set. Research
was performed on RSN co. ltd’s case analysis, and how characteristics of CEO’s matter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proposition, when the CEO conjugates 
digital technology, the corporation was able to successfully complete digital transition and it also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Also, this research’s other point is that CEO’s may have  limits on thoughtful
decision making.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try an empirical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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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4년 5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목적 아래 (전)
하정필 대표이사에 의해 ㈜ RSN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검색 엔진(Realtime Search 
Engine)기술을 기반으로 위기관리시스템(RIS-K)을 개
발하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장에 경쟁우위를 갖게 되
었다. 특히 (주)RSN에서 개발된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은 
정부 기관, 언론, 정당, 시민단체, NGO, 안티사이트 등 
3만 6,0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해 정보를 실시
간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1].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이란 유해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는 게 특징 가지고 있
다. 또한, ㈜ RSN은 위기관리 정보시스템에 안주하지 않
고 계속해서 연구·개발 투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셜 
네트워크 통합 분석을 위한 다중구조 데이터 규격화 처
리시스템과 소셜 네트워크의 친밀도 기반 개인 네트워크 
적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셜 빅데이터 기반 회
사로 새로운 탈바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소셜 빅데이터 
회사로 전환되면서 2012년 경기도 기술 개업에 선정되
면서 1억 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 글로벌 유명 언론 및 커
뮤니티 그리고 SNS 정보 실시간 수집기, 감성 분석(5단
계) 엔진, 실시간 정보 검색 및 통계 분석기 등 3건의 특
허를 출원・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2]. 이러한 성과는 
해외 빅데이터 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
히 LG 전자 중남미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IBM China 소셜미디어 모니
터링 분석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외시장 입지
를 구축하게 된다. 2014년 2월에는 글로벌 SNS 공식 데
이터 파트너사인 GNIP(그닙)과 트위터를 포함한 글로벌 
SNS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한국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 100여 개 국가 (30여 개 언어
권)에 대한 100,000여 개 이상의 수집원 정보를 제공하
고 국가별 언어에 대한 수집 인프라 구축과 국내 유일한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소셜 빅데이터 시장에 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최고 경영자층 이론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는 기업을 포

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기
업의 최고의사 결정권자이다.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범위, 

경영활동, 성과, 조직변화, 혁신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사전적 의
미는 기업에서 높은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주주 대신 기업을 이끌고, 조직에 대한 비전 및 
과업을 수행 나가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고경
영자에 대한 정의는 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비전
을 설정하고 자원 배분하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최고경영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변화와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이 영향에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 이론 (Upper Echelons 
Theory)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경영층 이론
(Upper Echelons Theory)은 조직이론에서 시작되어 
Hambrick & Mason에 의해 연구되고, 최고경영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3]. 최고경영층 
이론은 제한된 합리성 모델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
서 최고경영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에 영
향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최고경영자 이론은 
모든 발생 가능한 환경에서 최고경영자가 어떠한 의사 
결정하는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최고경영층 이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CEO 성별 및 교육, CEO 연령 및 임기, CEO 국적, 
CEO 신뢰CEO의 이중성, CEO 명성, CEO의 역량등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실증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환
경과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2.2 디지털 전환 
최근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

서 디지털 사용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6]. 그중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업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디지털
화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지 전환하
면 조직원 등의 경험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7]. 또한, 
디지털 전환은 개인이나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통한 기업 운영의 혁신이다[8]. 기업 
IBM 보고서 “Digital Transformation”에서 제시된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
소들을 통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며,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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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정의
는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을 디지털화
(digitization)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
면, 개인의 경험과 특성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인
해 조직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혁신 활동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하지만 기업이 빠르
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디지털 전환에 근간이 되는 디지털 기술은 미래
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10]. 다시 말해 빠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의 특성이 필요하다. 최고경영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고경영자가 가
지고 있는 교육환경, 연령 및 임기 등이 정보기술을 사용
하여 빠른 변화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한 시점과 시
점 후에 기업성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3 기업성과
과거부터 기업성과는 많은 연구자가 기업 활동의 결과

로서의 성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업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성과측정의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2].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성
과에 관한 연구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인지된 
성과인 만족도, 조직 유효성 등 주관적 지표가 사용한 연
구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13].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기
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이나 성장성, 총매출액 등이 경
제적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로 재무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성과
를 기업의 매출 증가율, 운영이익, 현금흐름, 투자수익률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5].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기업성과를 수익성, 성장성, 
총매출액, 매출 증가율, 운영이익, 현금흐름, 투자수익률 
등을 재무적인 성과로 제시했으며, 많은 학자가 선정하
여 사용하고 있다[16].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
한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고,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는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17], 디지털 환경에 
맞는 성과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기업성과의 재무적 성과 
부분을 선택하고자 한다.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확인하

고 디지털 전환 전후로 나누어서 매출 증가율로 비교하
고자 한다. 

3. 명제 설정 

3.1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디지털 전환 관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되고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간 경계
가 무너지고, 서로 앞 다투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노력
을 하고 있다[18]. 이러한 노력은 단순하게 최고경영자의 
특성으로 나이, 근무연한, 임기, 교육, 전공, 업무, 경험 
등이 고려하고 있고,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경영자의 심리적 성향, 능
력과 경험, 리더십 유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19].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험
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을 위해 최고경영자는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화하려는 요
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필요하다[20]. 왜냐하면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지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용어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
회를 창출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최고경영
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디지털 기술 활
용을 할 수 있다면, 조직의 과정, 구조, 관행, 등 조직 내 
관리의 스타일 그리고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의 성과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22].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개인적인 수준의 현상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수준의 경영활동 및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디지털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까지 확인
해보고 아래와 같이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제 1: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교육이 디지털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명제 2: 최고경영자의 환경 감지 능력이 디지털 전환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3.2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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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은 과거 정보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 중
심으로 디지털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습득하고 새
로운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성장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며[24], 이러한 기업 활동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5]. 또한, 
디지털 전환은 대부분 대기업에서만 추진되고 있고 중소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자유롭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디지털 
기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기
존 기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성장을 추
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모바
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다
[26]. 디지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에 
차원을 넘어 개발과 활용을 통해 산업별로 존재하는 기
업의 형태까지 바꾸고 그 결과 디지털 산업으로써의 사
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운영
관리, 원가관리, 기업 홍보 등 제반을 통해 프로세스 개
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운영에 혁신 활동을 의미
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은 기업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일정한 패턴으
로 분석하여 기업 간의 경계를 허무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27]. 이렇듯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하여 정
보를 습득, 축적, 실시간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제품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제품이 
아닌 고객을 위한 서비스 형태와 맞물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28]. 경영자
가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개인적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경
영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판단력 및 대처능력을 과신
할 때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타인
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내재한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30]. 
기업성과의 측정해야 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객
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뉘며 객관적 지표는 비재
무적 지표와 재무적 지표로 나눈다. 기존 연구자들은 성
과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주관적 지표 모
두 측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인지된 
성과 만족도, 만족도의 조직 유효성 등 주관적 지표가 사
용한 연구가 많다 기업의 성공은 주관적인 성공과 객관
적인 성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성공은 재무적 성공과 연

관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 사회적 기여와 학습 과정 등의 
비재무적인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출
액, 자산 대비 매출액, 종업원대비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 수익률 등을 통해 계량적인 성공의 측
정이 가능하고 기대목표의 달성 정도, 외부자본 조달 능
력, 사회적 기여, 종업원 만족도, 생존확률 등을 통해 주
관적 성공으로 측정이 가능하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모델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고 그로 인해 기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명제 3: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가?

4. 연구 설계

4.1 사례선정 및 자료수집 
4.1.1 연구방법의 선택과 설계
본 연구는 단일 기업에 대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심층 사례연구를 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 이론은 지속해서 발전 단계
에 있고, 최고경영자 이론의 특성은 나이, 교육, 경험, 전
공, 등으로 되어 있어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상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최고경영자의 이론에 근거
하여 디지털 환경을 감지하고, 경험이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현상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한 선행연구
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이론
의 발전 단계와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의 질문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접근하
는 것이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와 다중사례
연구(multiple-case study)로 구분되어 있다. 단일 사례 
연구는 특정 현상이나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
하며, 다중사례는 두 개 이상의 현상을 여러 수준에서 복
합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현상과 기업의 전략적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서 단일 사례 연구(Single Case Study) 통해 
최고경영자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단일 사례연구는 더 풍부한 분석과 통
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2]. 이에 최고경영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RSN중심으로 15

자의 기본 개념과 하위차원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최고경영자의 이
론 발전과 계량적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1.2 사례선정 기준  
본 연구의 사례선정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

을 선정 할 때 성공이나 실패 또는 특정 회사의 광고 형
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의 선정 기준을 정확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를 위
해 노력했다. 따라서 사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를 인증 받은 업체이면
서 10년 이상 꾸준히 실적을 내면 최초 소셜 빅데이터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RSN으로 선
정하였다. 둘째 선정 기준에서는 10년 이상 적극적으로 
소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실행해 온 기업인
지이다. ㈜RSN은 2003년 연합뉴스와 온라인 동향 시스
템구축 및 소셜미디어 분석 공동사업 진행했다. ㈜RSN
은 2014년 Twitter (GNIP)-SBD 및 2015년 Weibo 
(Sina)-SBD 한국독점계약 통해 국내 소셜 빅데이터 시
장을 선점 하였다. 또한, NICE 평가에서도 우수한 기업
으로 선정되었고 이노비즈, 강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부에서 인증까지 얻은 기업이다. 마지막 셋째 선정 기준
으로는 교육용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최고 
관리층 및 중간 관리층, 마지막으로 하위 관리층까지 인
터뷰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며, Yin 연구에 의하면 내부자
료 및 정보가 용이한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
은 기준과 이론적 배경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RSN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관련된 자료 내부 자료와 인
터뷰를 인용하였다. 

4.1.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인터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2022년 04

월 15일부터 동년 04월 31일까지 직접 방문하고 
Google Meet 사용하여 해당 업체 회의실로 실시하였
다. 인터뷰를 시행할 때 민감한 부분에 관한 내용 및 통
계법, 정보통신 기본법,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내용을 먼
저 고지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먼저 최고경영자에게 
연구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 내용을 기록 및 녹취를 진행
했으며 인터뷰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
경영진의 포함한 참여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통해 이를 인터뷰 결과에 반영하였다. 

line age sex Characteristic

A 56 Man ·Chief Executive Officer

B 46 Man ·Chief Operating Officer 
 -Rsearch Dctor

C 46 Woman ·Managing Director

D 40 Man ·Low Management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4.2 사례분석의 프레임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하고, 기업 조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변경하고,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
해 핵심 기능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33]. 이러한 변화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범위, 활동, 조직변화 등
에 관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특성 중 경험, 
교육 등이 디지털 전환(전략적 변화)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살펴보고자 한다.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교육은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공한 
미시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고, Hambrick & Mason의 연구를 살펴보면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최고경영자는 전략적 선택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
악하고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기업성과에 어
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연구의 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Case Study Analysis Frame

5. 연구 분석결과

5.1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디지털 전환의 전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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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경험은 과거 발생했던 사건을 직접 관찰
하고 얻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기업이 직명하고 있는 내・외부 경영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4]. 기존 최고경영자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서 경험, 교육 등
이 의사결정을 통해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35].

Q: 과거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요?
웹에이전시였던 전 직장에서 개발실장으로 원시적인 

지금의 솔루션을 만들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지
급도 미뤄지고 파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임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발 중인 솔루션의 사업권을 양수하
게 되었고, 4명이 고양시 기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웹에이
전시 회사에서 계속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으면 지금의 
솔루션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Q: 디지털 전환을 통해 창업하겠다고 결심하신 동기
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IT회사를 경험하면서 많은 회사들의 성장과 퇴
락을 목격했고, 내가 경영을 하게 된다면 한때 잘나가다
가 실패하는 기업의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
다. 그러던 중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솔루션을 개
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장분야인 이곳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와 직원에 이바지 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창업 경험은 창
업 초기의 중요한 인적자본 역할뿐만 아니라 창업이후 
경영활동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인지적 기반으
로 활용될 수 있다[36].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함
에 따라 궁극적으로 기업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37]. 최고경영자는 교육 수준이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유사하였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조직원에게 학
습전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38]. 최고경영자의 교
육 수준이 높은 최고경영자는 인지 능력이 우수하므로
[39], 다양한 생각과 판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창의적 해결안을 도출 할 수 있다.

Q: 디지털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

고 습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

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빅데이터)이 기업성과에 많
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허 및 기술력 등이 빅데
이터 업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제시된 최고경영층 이론은 최고
경영자의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략적 선택이론은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조직 환경을 평가하고, 다양한 대
체안 중에서 조직구조를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40]. 다
시 말해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인지기반과 가치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41]. 이렇듯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의사결
정이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전략 및 성과와 연결되고[42], 기업 가치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43].

Q: 귀하께서는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나요?

저는 디지털 전환이 모든 변화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 이유는 디지털전화는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기
술력을 확보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달성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기업의 핵심 사업인 소셜 빅데
이터 서비스입니다. 

Q: 어떻게 소셜 빅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먼저 온라인 채널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Fig. 2 참조]. 

[Fig. 2] System Overview

실시간 데이터를 기업환경에 최적화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증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 자연언어처리(NLP) 및 AI를 기술을 탑재한 EAM2 
자동 분석 솔루션[Fig. 3 참조]을 통해 초당 300건 이상
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솔루션으로 문서 분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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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 등 Text Mining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 고
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안내서에 나
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Word Network 
Analyzer n-Tier Categorizer Sentiment Extractor

[Fig. 3] Text Mining Solution(EAM2)

5.2 최고경영자의 환경인지 능력
최고경영자의 환경인지 능력은 외부환경의 기회, 위협 

감지, 능력으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 및 고객욕구 변화에 
대한 감지활동, 범위는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환경능력은 외부탐색 활동
이 그 자체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보완적 
결합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Q: 외부 환경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시고 그 이유는 무
엇인가요?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결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미래에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리라 생
각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서 강조하
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토
하고 융합하여, 고객 요구사항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의 리스크 관리나 고객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3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고, 여러 국가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업 부흥 및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진행한 기업은 디지털 환경에 빠
르게 적응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와 시장 가
치를 갖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우위
를 잃고 있다[44].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체계화하는 것
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45], 

사업주 연령, 사업체 종사기간, 사업체 매출액을 대상으
로 디지털 전환의사 및 디지털 전환실행을 위한 조절효
과를 평가한 결과, 사업체 매출액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 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46].

Q: 현재회사의 규모와 사업현황, 기업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2021년 기업 매출액은 15,519백만원이고, 151명의 
직원이 몸담은 중견기업으로 도약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된 정보는 사업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year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2019.12 8,410 9,350 12,519

2020.12 667 470 3,184

2021.12 1,002 1,019 2,312

<Table 2> Net sales growth rate
 unit: one million won

6. 결론 

앞 절에서 설정한 연구 명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 1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교육이 디지털 전

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명제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고경영자의 경험과 교육은 Hambrick & 
Mason의 최고경영자의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 최고경영
자의 특성이 과거 경험과 교육에 내・외부 경영상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불확실환경에서의 최고경영자의 전
략적 선택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명제 2 최고경영자의 환경 감지 능력이 디지털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명제의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최고경영자의 환경인지 능력으로 빠르게 디지
털 시장의 변화 및 고객 욕구 변화에 대처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명제 3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
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명제의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한 기업은 기업성과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영
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을 통합하는 과정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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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기술적 변화가 조직 민첩성을 높여주면,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기업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털 
기술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디지털 
기술을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려한 경영전략이 난
무하고 있지만, 막상 기업 실무에 적용하고 빠르게 기업 
가치를 높여 성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 디지털 전환과 기업성
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서 기존 미비하였던 사회적 현상이 최
고경영자의 경험, 교육, 환경인지 능력을 하나의 렌즈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발생하고 있
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고경영자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복
잡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가 오히려 너무 일반화될 가능
성이 있어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디지털 
기업인 ㈜RSN 단일 사례로 한정했고, 객관적인 2차 자
료와 단일 기업에 대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였고 단일 사례를 통해 앞 절에서와 
같은 결과와 학문적 시사점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특성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
해 최고경영자의 특성은 제한된 합리성은 정보를 처리하
는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고경영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실증적 연구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사례연구대상을 국내 최대라 하더라도 디지
털 기업인 ㈜RSN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앞
으로는 대기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연구 결과
가 유효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산업별. 국가별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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